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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동안 최대 규모의 특허법 개정이라 할 수 있는 "2011 America Invents

Act" (AI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16일에 서명하였다. 그 동안 특허법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이번 개정법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선발명주의에
서 선출원주의로 선회한데서 상징되듯이 1952년 개정 이래 최대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
기 때문이다. AIA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Patent Reform Act" (PRA)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최초 발의되었으며, 거의 해마다 수정안이 제안되면서 6년 이상의 상당한 기
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왔는데, 특허개혁법안의 논의는 크게, ①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② 특허 품질의 향상 추구, ③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IA에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선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 변경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허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종전법의 “발명일 • 미
국출원일”이던 것을 AIA에서는 “유효출원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Interference 절차는 AIA에서 derivation 절차로 변경된다. 아울러, 미국 특허법은 전통적
으로 미국출원의 출원인(즉,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은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자와 동의어로 보았는데, AIA에서는 종전의 "Inventor-Applicant" 만의 체계에서

"Assignee-Applicant"도 허용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특허 품질의 향상 추구”의 관점에서, AIA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3자 선행기술
제출의 기회를 확장하고,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특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Post-Grant Review 절차를 창설하였으며, 그 기간 이후에 특
허나 간행물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Inter Parte Review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권
자로 하여금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행위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보충
심사 (Supplemental Examin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의 관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복수 피고들에 대한 병
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한편 침해자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침해를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종전에 영업방법 발
명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만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을 인정하였으나 AIA에서는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특허권 남용 억제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손해배상 규정은 종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AIA의 개정에 따라 미국 특허법도 우리법과 같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특허요
건도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일의 조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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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되었으며, 한편 AIA의 Grace Period, 파생절차 등의 관점에서 발명활동 및 자신
공지에 관한 기록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AIA 개정에 따른 우리법 개정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AIA의 1년 grace

period가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함에 비하여 우리법의 공지예외적용의 1년은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grace period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된 바 있음에 비추어 공지예외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에 대하여 한국
출원일에서 유효출원일로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미국 특허법에서는 특
허권자가 스스로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Ex Parte Reexamination, 보충심사)가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특허등록 후에 특
허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심제도를 도입한다면 특허권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 특허법 개혁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NPE의 창
궐로 인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기업의 인력 • 예산이 과도하게 특허분쟁에 소
진되어 특허법이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특허법 개정을 통
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법 개정과정
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입법화하
여 과도한 배상으로 되지 않도록 입법화 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PRA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쟁점이 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
해 주요한 판례를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eBay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침해금지명령(injunction)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Seagate 사건에서

CAFC는 고의침해의 주의의무 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2011년 Microsoft 사건
에서 CAFC는 합리적 로열티를 산정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특허손해액 평가를 요구하였
다. 비록 AIA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NPE에 의한 특허
소송으로 인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그 폐해가 보다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등 특허소송에서의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05년 이래로 미국 특허법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해 오다가, 2011년 9월
16일 드디어 AIA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특허법 개정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
통령이 서명하였다. 이는 1952년 이래 6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특허법 개정으로서,
그 동안 미국 특허법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지만, 이번 개정법이 특히 관심을 모으
는 이유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선회한데서 상징되듯이 1952년 개정 이래 최
대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연구소의 미국 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보듯이 미국 특허의 중요성이 보다 부
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AIA §특허법 개정 배경과 그에 따른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소위 친-특허정책(pro-patent)을 펼쳐오면서 특허가 기술발전
과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소위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친-특허정책이 과연 기술 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특허권 남용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특
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가 부여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
는 “나쁜 특허”라 부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특허 품질의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
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었는데, 미국의 지식재산전략의 변화
와 그에 따른 특허법 개정의 논의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우리의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출원인(기업)의 미국에서의 출원, 심사 및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의 개정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우리법과 미국법의 비
교법적 이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분야 선도국인 미국의 지식재산전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특허법 개정논의 과
정 및 개정내용을 분석하여, 특허법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국제적인 제도 조화 논의에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특허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의 특허법 개정에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특허심사 품질향상 제도, 손해배상 관련 규
정, 허위표시 및 특허표시, 선사용권 등에 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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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1) AIA의 개정 경과 및 논의 과정
AIA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Patent Reform Act" (PRA)라는 이름으로 2005년
에 최초 발의되었으며, 거의 해마다 수정안이 제안되면서, 6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왔었다. Senator Leahy는 PRA 2011 법안을 제안하면서, "미국 특허
법은 거의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사이 경제는 급격하게 변하였다. 효율적인
특허시스템은 경제발전과 직업창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발명과 혁신에 매우 중요하
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개정법안이 "반-발명자, 반-소기업 법안"이라고 비
판하면서, PTO의 심사적체 해소 및 특허품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논점이 개정법에서 다
루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정법안 논의과정에서 손해배상 및 선출원주의 규정
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장 심하였는데, 이와 같은 AIA의 개정 경과 및 논의 과정을 살펴
본다.

(2) AIA의 주요 개정사항
미국에서 특허 개혁 법안의 논의는 크게, ① 국제적 정합성의 관점, ② 특허품질
개선의 관점, ③ 특허남용 억제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AIA에서는, ① 국제적 정합
성의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고, ② 특허품질 개선의
관점에서 특허등록 전후에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③ 특허남용 억제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손해배상 규정은 현행법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AIA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들 규정에 대한 상
세한 설명과 더불어 각 개정사항의 의의 및 개정 이유 등을 검토한다.

(a) 선출원주의
미국 특허등록의 판단기준이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FTI) 에서 선출원주의

"First-To-File" (FTF)로 변경된다. 특허요건 판단에서 "Effective Filing Date" (유효출원일)
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정해지며, 특허요건에서, pre-AIA의 “발명일 • 미국출원일” 기
준은 AIA에서 “유효출원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pre-AIA "Interference" (저촉) 절차는

AIA에서 "derivation" (파생) 절차로 대체된다.
(b) 특허품질 향상 추구
특허청의 심사단계에서 제3자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허등록 후에는

Post-Grant Review (PGR) 및 Inter Partes Review (IPRev) 절차를 통하여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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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절차는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Board로 모든 특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PRev 절차는 제3자가 그 이후에 선행 특허나 간행물을 근
거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 두 Review 절차는 Board에서 수행되며, 그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CAFC로만 항소할 수 있다.
한편, AIA에서는 특허등록 후의 보충심사 (Supplemental Examination) 제도가 창설
되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PTO를 통하여
고려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c) 소송 관련 규정
선사용 (prior commercial use)에 기초한 항변과 관련하여, pre-AIA에서는 영업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만 그 항변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 AIA에서는 발명의 범주에
관계없이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AIA는
침해자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자문내용을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특허침해나 의도적인 침해 유도를 입증하
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소송당사자 병합요건을 강화하여 특허권자가
서로 연관성 없는 다수의 피고를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여 제소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
다.
한편, 2011년 의회의 개정법안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개정사항을
삭제하여 결국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본래 PRA 법안의 동기를 유발하였던
개혁 요구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던 "Damages, Venue, Willfulness" 등의 주요 이슈
등이 AIA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3) AIA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책
현재 우리 기업은 미국에 다수의 출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특허소송도 빈발하
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AIA 개정법이 우리 출원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국 출원단계의 전략과 실무상 주의사항, 심판 • 소송 등 분쟁 관련 영향 등을 고찰하
며, 아울러 미국의 특허법 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제의 개선에 관하여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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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IA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Ⅰ. AIA 개정의 배경 및 경과
지난 60년 동안 최대 규모의 특허법 개정이라 할 수 있는 미국발명법 ("2011

America Invents Act"; 이하에서 "AIA" 혹은 “개정법”이라 함)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16일에 서명하였다.1) 그 동안 미국 특허법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이번 개정법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선회한데서
상징되듯이 1952년 개정 이래 최대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 개정 논의의 배경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의 오늘날이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는 강한 지식재산권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친-특허정책(pro-patent)을 펼쳐오면서 특허가 기술발전과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이
해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소위 “특허괴물” (patent troll)2)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친-특허정책이 과연 기술 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
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특허권 남용의 문제 및 특허 품질의 향상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3)
특허괴물들은 스스로 제품을 생산 •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분쟁에서 잃을 것
이 없고, 따라서 특허분쟁을 극한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 •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객의 평판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반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의 창궐로 인하여 연구 • 개발활동에 투입
되어야 할 기업의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특허분쟁에 소진되어 특허법이 오히려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특허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도 문제의
식을 갖고 지나친 특허권 보호에 제동을 거는 판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허권 침해
가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금지판결(injunction)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 eBay사건,4) 비자명성(non-obviousness) 판단의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KSR

1)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PUB. L. NO. 112-29, 125 STAT. 284 (SEPT. 16, 2011).
2) <http://en.wikipedia.org/wiki/Patent_troll> ("Patent troll is a pejorative term used for a person or company that enforces
its patents against one or more alleged infringers in a manner considered unduly aggressive or opportunistic, often with
no intention to manufacture or market the patented invention.")
3) 최승재, 미국특허법, 법문사, 2010.2.28. pp. 413-414
4) eBay Inc v. MercExchange, L.L.C., 126 S. Ct. 183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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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5)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판례를 통한 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입법을 통해 조속하고 명백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IT업계 등을 중심
으로 계속 제기되어 의회입법을 통한 특허법 개정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6)
한편, USPTO가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특허요건
을 만족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가 부여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나
쁜 특허” (bad patent)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허의 심사가 100% 완벽하게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용인하여야 하겠지만 친-특허정책 (pro-patent)과 맞물
려 그 해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통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7)

2. 개정 경과
AIA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2005년에 "Patent Reform Act" (PRA)라는 이름으로 개
정법안이 최초 발의되었으며, 거의 해마다 수정안이 제안되면서 6년 이상의 상당한 기
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왔다.

PRA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도 특허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예로는, 2003년 2월 USPTO는 특허실체법의 국제적 통일화를 증
진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1st Century Strategic Plan"
을 발표하였으며,8) 2003년 10월 FTC는 Post-grant review 제도 도입 등 10개항의 개정안
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9) 2004년 4월 NAS도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
용에 초점을 맞추어 7개항의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0)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도
특허법 개혁을 주장하였다.11)
5)
6)
7)
8)

KSR Int' 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김태만, "2007년 미국 특허법 개정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21, 2007년 10월호.
최승재, 미국특허법, 법문사, 2010.2.28. p.418
USPTO,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February 2003).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은 특허실체법의 국제적 통일
화를 증진하고, multi-track 심사, Post-Grant review, 모든 출원에 대한 18개월 출원공개, 양수인에 의한 출원, 저촉
절차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9) Federal Trade Commission,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October 2003). 특허심사의 낮은 품질,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통일화의 결여, 특허소송의 고비용 문제(예: 침해금
지, 고의침해, 손해액,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한 불확실성) 및 소위 Patent Troll의 권리남용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 FTC Report는 자명성 기준을 높이고, Post-Grant Review, 모든 출원에 대한 18개
월 출원공개, 선사용권의 확장, 고의침해의 제한 등을 권고하였다.
<http://www.ftc.gov/os/2003/10/innovationrpt.pdf> (2012.12.10. 접속)
10) The National Academies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A Pate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
(April 2004). 이 보고서도 자명성 기준을 높이고, 소송에서 주관적 요소들(예: best mode, 고의 침해, 불공정 행위)
을 제거하고, Post-Grant review, 침해에 대한 실험적 사용의 예외, 및 특허 실체법의 국제적 통일화(예: FTF, grace
period, 선행기술, best mode, 18개월 출원공개)를 권고하였다.
<http://nap.edu/books/0309089107/html> (2012.12.9. 접속)
11) COATION FOR PATENT FAIRNESS (mostly technology companies)는 damage apportionment, 보다 높은 기준의 고
의침해 및 "forum shopping"의 제거 등을 주장하였고, 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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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된 법안으로는 2004년 10월에 H. Berman 하원의원이 "The Patent

Quality Assistance Act of 2004"를 제출한 바 있다.12)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Lamar Smith
의원이 "Patent Reform Act of 2005"를 제안하였으며,13) 2006년 4월 H. Berman 의원 및

R. Boucher 의원이 "Patents Depend on Quality (PDQ) Act"를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14)
그리고 2006년 8월에 "Patent Reform Act of 2006"이 상원에 제출되었고,15) 2007년 4월

8일 "Patent Reform Act of 2007"이 상하원에 동시 제출된 바 있다.16) 그리고 "Patent
Reform Act of 2009"가 2009년 3월 3일자로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되었으며,17) 2010년
2월에 그 수정안이 다시 상원에 제안되었다.18)
2011년 1월 25일, Senator Leahy가 "Patent Reform Act of 2011"을 제안하여 2011년
3월 8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그 법안의 명칭이 "America Invents Act" (S.23)로 명명되
었다. 상원 심의과정에서 2011년 3월 2일에 Senator Leahy가 "Manager's Amendment"를
제안하였고, 이는 97: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개
정사항을 삭제하여 pre-AIA의 35 U.S.C. §284 규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19)

12)
13)
14)
15)

16)

17)

18)
19)

(mostly, biotech and pharmaceutical companies)는 FTF 시스템, best mode 및 불공정 행위 항변의 폐지, Post-grant
review 창설, 선사용권의 확장, 고의침해의 제한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INNOVATION ALLIANCE는 특허품질
(e.g., ending patent fee diversion and revising metrics for USPTO examiners' compensation to reward quality as opposed
to quantity of examination) 및 Pre-Grant 절차 (e.g., 3rd party prior art submission, 18 month publication of all
applications)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H.R. 5299
Patent Reform Act of 2005, H.R. 2795, 109th Cong. (2005).
H.R. 5096
Patent Reform Act of 2006, S. 3818, 109th Cong. (2006). 이 법안은 2006년 8월 3일 Senators Orin Hatch (R) and
Patrick Leahy (D)에 의하여 상원에 제안되었으며, H.R. 2795 법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best mode의 폐지 및 계속
출원의 제한과 관련한 논란이 되었던 규정들은 제외되고,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었지만
PRA 2011에서는 제외되었다: attorney fee shifting to losing party (§5), interlocutory appeals for claim construction
cases (§8), enhanced USPTO rule making authority (§9) and repealing of 35 U.S.C. §271(f) (§5).
Patent Reform Act of 2007, H.R. 1908 and S. 1145, 110th Cong. (2007). 이 법안은 2007년 4월 14일 "bicameral and
bipartisan bills“로서 상하원에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S. 3818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best mode 요건의 삭제, 침
해금지 및 불공정 행위의 개정, attorney fee shifting to losing party, 선사용권, 및 35 U.S.C. §271(f) 규정의 폐지
등은 제외되었고, 그 대신 파생절차,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으로서 불공정 행위 및 세금 전략에 대한 특허금지
등이 추가되었다.
Patent Reform Act of 2009, H.R. 1260 and S. 515, 111st Cong. (2009). 이 법안은 2009년 3월 3일 "bicameral and
bipartisan bills“로서 상하원에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H.R. 1908 및 S. 1145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 해위
에 대한 제한 및 18개월 출원공개가 삭제되고, 그 대신 종전에 제안되었던 선사용권 및 클레임 해석에 대한 중간
항고가 다시 들어왔고, 가상표시, 허위표시 소송의 제한, 재판지의 한정, 및 지방법원에 대한 10년 pilot programs
등을 추가하였다.
Patent Reform Act of 2010, "Manager Amendment to S. 515". 이 법안은 2010년 2월 26일 상원에 다시 제안되었는
데, 중간항고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고, 보충심사 및 Micro-entity 규정이 추가되었다.
Kevin E. Noonan, "Patent Reform Bill (S. 23) Debated and Amended on Senate Floor", March 02, 2011.
<http://www.patentdocs.org/>
그 이외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post-grant review 규정 관련하여, 소송이 시작된 후 그 제출에 6개월 기간을 부과한 규정이 특허권자가 등록일
의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청이나 post-grant review 절차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으로 하여금
preliminary injunction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② post-grant review 규정은 FITF 특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즉 FTI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경의 논거는 FTI 특허는 discovery-intensive invention-date 및 secret-prior-art issues를 제기하는데, 이는 행
정절차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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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 2011 법안의 의회 논의과정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의 도입 및 손
해배상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특허법 개정 찬
반론자 간에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는 대신 손해배상 규정의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 AIA가 통과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본래 PRA 법안의 동기를
유발하였던 개혁 요구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던20) "Damages, Venue, Willfulness" 등
의 주요 이슈 등이 AIA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21)
그리고 하원도 상원의 AIA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2011년 6월 23일 이를 통과시켰
다. 이에, 2011년 9월 8일 상원은 하원법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9월 16일에 미국 대통
령 오바마가 그 법안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22)
미국에서 특허법 개혁 논의는 크게, ① 특허품질 개선의 관점, ② 특허남용 억제의
관점 및 ③ 국제적 정합성(통일화)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AIA에서는, 특허품질 개선
의 관점에서 특허등록 전후에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
고, 국제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런
데, 특허남용 억제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손해배상 규정은 현행법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PRA 반대론자인 소기업, 독립 발명자, 교수 등을 대표하는 기관들23)은, 선출원주
의 규정은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미국의 현행 특허시스템을 USPTO로의 출
원 “경주” (race) 시스템으로 바꾸는 유감스러운 규정이며, grace period를 약화시킨 것은
특허의 상실 위험을 증가시켜 발명의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Post-Grant Review 규정은 침해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특허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며,
USPTO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특허개혁은 먼저 USPTO의 심
사재고(backlog)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24) 이와 같은 반
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AIA 법안 통과에 대해, “개정안은 미국
특허법을 현대화하고 출원 심사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25) 개정법
③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 첫 4년 동안에는 Director에게 기존의 IPR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
④ Director에게 accelerated examination의 사용에 대하여 small entities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micro-entity" 정의를 확장하였다.
20) 예: "Tech Companies Send Letter on Patent Reform to Secretary Locke"; "Draft Report on Senate Patent Reform Bill

21)
22)
23)

24)
25)

Circulated"; "Draft Report on Senate Patent Reform Bill: Damages"; "Senate Leadership Unveils Details of Patent
Reform Agreement"
Kevin E. Noonan, "Few ' Reform' Provisions Remain in S. 23 Relating to the Judiciary", March 21, 2011.
<http://www.patentdocs.org/>
이하에서, 미국 개정 특허법은 "AIA"로 표기하고, 그 개정 전의 미국법은 "35 U.S.C." 또는 "pre-AIA"로 표기한다.
American Innovators for Patent Reform에 포함된 서신에 서명한 기관들: CONNECT, IEEE-USA, IP Advocate,
National Association of Patent Practitioners, National Congress of Inventor Organizations,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Professional Inventors Alliance USA, U.S. Business and Industry Council.
Donald Zuhn, "Reaction to House Patent Reform Bill", March 31, 2011.
<http://www.patentdocs.org/>
Jonathan Charnitski, "Patent Reform Passes Senate; Bill Headed to House", March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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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바로 그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3. 의회의 입법 경과26)
(1) 109th Congress (2005-06년)
AIA에 이르게 된 최초의 의회 법안은 Lamar Smith에 의하여 2005년 6월 8일에 제
안되었다 (Patent Reform Act of 2005, H.R. 2795).27) 이 법안에 도입된 개념들이 AIA에
상당히 반영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출원주의 도입, ② 계속출원 등
의 제한,28) ③ Post-Grant Review 제도 창설, ④ 발명자 선언서 요건 개정 및 양수인 권
리 강화, ⑤ 제3자 정보제공 제도 개정, ⑥ 불공정 행위 원칙의 개선 및 ⑦ "deceptive

intent" 요건의 삭제. 한편, Senators Orrin Hatch & Patrick Leahy는 2006년에 그와 비슷한
법안을 제안하였다.29)

(2) 110th Congress (2007-08년)
2007년 4월 18일, 110차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함께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S.
1145, H.R. 1908), 두 법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선출원주의의 채택 및 선행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 ② 발명자 선언서
요건의 개혁, ③ "reasonable-royalty damages"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의 특별한 공
헌30) 및 증강 손해배상에 대한 새로운 실체적 및 절차적 제한 규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는 요건, ④ 선사용권의 확장, ⑤ PGR의 창설,31) ⑥ 제3자 정보제공 제도의 개정, ⑦
<http://broadbandbreakfast.com/2011/03/patent-reform-passes-senate-bill-headed-to-house/>
26)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p.438-447
27) Representative Lamar Smith, then-Chairman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s 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
28) Patent Reform Act of 2005, H.R. 2795 §8. 2006년 1월 3일 USPTO는 계속출원과 클레임에 관하여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Changes to Practice for Continuing Applications, 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Practice, and Applications
Containing Patentably Indistinct Claims," 71 Fed. Reg. 48 (Jan. 3, 2006), and "Changes to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Claims in Patent Applications," 71 Fed. Reg. 61 (Jan. 3, 2006)]을 제안하였고, 그 후 2009년 10월 8일 소송[Tafas
& GSK v. Kappos, 586 F.3d 1369 (Fed. Cir. 2009) (formerly, Tafas v. Dudas, 530 F.Supp.2d 786 (2008) and then
Tafas v. Doll, 559 F.3d 1345 (2009))]의 결과로 그 규칙을 폐기하였다. 그래서 계속출원에 관한 제한 규정은 PRA
2007, 2009, 2010, 2011에서 제외되었다.
29) Patent Reform Act of 2006, S. 3818
30) "patent' 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31) PGR: 그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또는 신청인에 대해 특허가 주장되거나 “중대한 경제적 위해”를 초래하면 그
특허기간 동안, 어떠한 근거로든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한다.
H.R. 1908IH §322. Timing and bases of petition. A post-grant proceeding may be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pursuant
to a cancellation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21 only if (1) the petition is filed not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grant of the patent or issuance of a reissue patent, as the
case may be;
(2)(A) the petitioner establishes a substantial reason to believe that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challenged claim
in the petition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the petitioner significant economic harm;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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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민사소송의 재판지(venue)에 관한 제한, ⑧ 특허 클레임의 지방법원 해석에 대
한 즉시 중간항고의 권한, ⑨ 특허법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USPTO

Director의 권한.32)
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는 2007년 7월 18일 그 법안을 report하
는데 대해 투표를 하였고, 상원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도 그 다음 날 투
표를 하였다.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 극심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는 손해배
상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허등록 후의 재심제도, 침해소송의 재
판지, 클레임 해석에 관한 중간항고 등에 관한 것이었다.

2007년 9월 7일, 하원은 의회에서 1시간의 토론만 허용하였는데, 의원 발언 내용으
로는, 주요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손해배
상 규정에 대한 법안 반대자의 비난 등이 있었지만, 220:175 투표로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심각한 논쟁 끝에 하원은 개정법안을 몇 년간 묵혀 두었으며, 그 법안은 2011
년까지 의회에서나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110차 의회 마지막 날, Senator Jon Kyl
은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킨 거의 모든 규정들을 삭제한 “대체” 법안을 제안하였다.33)
상원과 하원은 PRA 2007 제안 법안에 대해 110차 의회 동안 몇 가지 사항을 수정
하였다. 양원은 선사용권을 모든 실용특허로 확장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34) 하원은

PGR을 특허기간 동안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성
과 자명성을 이유로 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
다.35) 아울러, 하원 법안은 "best mode" 요건으로는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없다고 개정
하였다.

(3) 111th Congress (2009-10년)
2009년 초반, 상원과 하원이 함께 다시 법안을 제안하였지만 (Patent Reform Act of
2009, S. 515, H.R. 1260), 그 법안이 위원회에서 의회로 상정(report)되지는 못하였다.36)

32)

33)
34)

35)
36)

(B) the petition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patent holder alleging infringement by the petitioner of the patent;
or
(3) the patent owner consents in writing to the proceeding.
S. 1145, secs. 25, 78, 13; H.R. 1908, secs. 36, 911. 2006년의 Hatch-Leahy 법안 (S. 3818)에 있었던 주요 두 규정이
2007년 Leahy-Hatch 법안 (S. 1145)에서 삭제되었다: (1) a requirement that the prevailing party in a
patent-infringement suit be awarded its attorney' s fees and costs, unless "the position of the non-prevailing party . . .
was substantially justified" and (2) restrictions on the inequitable-conduct doctrine. See S. 3818, 109th Cong. secs. 5(b)(c)
(2006).
Patent Reform Act of 2008, S.3600
See S. Rep. No. 110-259, at 1617, 39 (2008) (noting elimination of prior-user rights expansion in 35 U.S.C. § 273
from Senate Bill 515 during committee markup); 153 Cong. Rec. at H10,294 (statement of Rep. Conyers) (noting
elimination of prior-user rights expansion in 35 U.S.C. § 273 from House Bill 1908 on the House floor).
Patent Reform Act of 2007, H.R. 1908, 110th Cong., sec. 6, § 322. House Bill 1908 was amended in committee to
restrict post-grant review to the one-year period after a patent is issued.
하원법사위원회는 2009년 4월 2일 법안상정을 위한 투표를 하였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 See 155 Cong. Rec.
S4309 (daily ed. Apr.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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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법안에서는, 종전의 보다 넓은 USPTO 규칙 제정권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
한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37) 또한, 상원의 법안 절충단계(markup)에서, 위원
회는 가장 논란이 심한 규정들(손해배상, PGR, 재판지, 중간 항고 등에 관한 규정)이 삭
제된 Leahy-Specter-Feinstein 개정안을 채택하였다.38)

2009년 상원법사위원회의 법안 절충단계에서, Senator Leahy는 등록후 절차를 처리
할 수 있는 USPTO의 능력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면서 USPTO로 회의 개최를 요청하
였으며, 그해 말 USPTO와 회의한 결과 특허 후의 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
어졌는데,39)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USPTO로 하여금 inter partes reexaminations를
사법적 절차(adjudicative proceedings)로 작용하도록 허용하고, inter partes & post-grant 절
차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절차들에서 특허권자의 다양한 절차적 보호수단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상원법안에 대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0년 3월

Leahy-Sessions Managers' Amendment로 발표되었으며,40)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의 침해에 대한 증강(가중적) 손해배상 규정을 Seagate 판결41)에 보다 가깝도록 수
정, ② 클레임 해석에 관한 중간항고에 대한 권한을 삭제, ③ 특허의 보충심사 규정을
추가, ④ 허위표시 규정의 위반에 대한 "qui tam" 소송을 폐지하는 규정을 추가,42) ⑤

"deceptive intent" 요건을 삭제하였던 것을 다시 도입.

(4) 112th Congress (2011년)
2011년 1월 25일, Senator Leahy는 2010년 Managers' Amendment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법안(S.23)을 제안하였으며,43) 2011년 2월 3일에 report되었다. 위원회는 주법원과 연
방법원의 지식재산권 관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추가하고,44) 고의 침해에 대한 증강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45) 등 중요한 변경을 가하였다.

2011년 2월 20일 그 법안은 floor로 보내졌으며, 2011년 3월 1일 상원은 Floor
Managers' Amendment를 채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들이 변경되었다:46) ①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약식재판 기준을 성문화하였던 규정 및 재판지의 이송에 관하여

37)
38)
39)
40)
41)
42)
43)
44)

S. 515 sec. 9; H.R. 1260 sec. 11.
See S. Rep. No. 111-18, at 31 (2009).
157 Cong. Rec. S1040 (daily ed. Mar. 1, 2011) (statement of Sen. Kyl).
이 개정 법안은 2010년에 논의되지 못한 채 다음 의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497 F.3d 1360 (Fed. Cir. 2007).
35 U.S.C. § 292
여기에는 세금 관련 전략에 대한 특허를 금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No. 112-29, sec. 19, 125 Stat. 284, 33132 (2011) (to be codified at
28 U.S.C.§ 1295(a)(1), 1338(a), 1454).
45) Joseph R. Carnicella, Patent Reform Act of 2011 Presented to 112th Congress, PIT IP Tech Blog (Feb. 3, 2011),
http://pitiptechblog.com/2011/02/.
46) 157 Cong. Rec. S136667 (daily ed. Mar.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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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결정을 성문화하였던 규정들을 삭제; ② SEC. 18을 추가하여, 영업방법(BM)
에 관한 등록 후 재심 및 사용자 수수료에 대하여 USPTO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회전
자금(revolving fund) 권한을 부여.
이 개정안에서는 법안 명칭을 종전의 "Patent Reform Act"를 "America Invents Act"
로 바꾸었다.47) 이 법안에는 2007년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 즉 “손해배상, 침
해소송의 재판지, 클레임 해석에 관한 중간항고 및 모든 출원의 18개월 출원공개”와 관
련한 규정이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2011년 3월 8일, 상원은 95:5 투표로 이를 채택하였
다.48)

2011년 3월 30일, Representative Smith는 자신의 AIA 개정법안(HR1249)을 하원에
제안하였으며, 하원은 6월 23일 304:117 투표로 이를 통과시켰다.49) 하원 법안은 상원에
서 통과된 법안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었다: ① (2007년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규정을 일부 되살려서) 모든 실용특허에 적용되는 제한된 선사용권을 추가, ② 특허침
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joinder 및 trial의 병합(consolidation)을 제한하는 §299 규정을
추가, ③ 사용자 수수료에 대하여 USPTO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회전자금(revolving

fund)을 삭제; ④ Inter Parte Review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기한 및 기타 제
약을 완화하고, inter partes & post-grant review에 대해 중용권을 추가, ⑤ USPTO가 규칙
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7년 만기를 설정, ⑥ BM 특허에 대한
재심 프로그램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50)
양원법안의 발의자들은 House floor action 전에 양원 법원 간의 차이점에 대해 협
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타협 법안은 House floor managers' amendment를 통하여 법제화
되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Senate floor로 보내져서 아무런 수정 없이 2011년 9월 8
일 89:9 투표로 통과되었고,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통일화를 증진하고 제3자
심사 참여 문제를 다루는 등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그 주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FTI 시스템을 FTF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발명자 자신의 사전
공개 및 발명자로부터 유래된 공중 개시에 대해서만 1년 grace period를 인정함. ② “저
촉절차”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파생절차”를 도입함. ③ best mode 요건을 특허무효사유
에서 제외함. ④ 세금전략 및 인체기관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 특허등록을 금지함. ⑤
허위특허표시에 대한 제소 및 하나의 소송에서 복수 피고의 병합을 제한함. ⑥ 제3자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그 제출기간을 확장함. ⑦ 특허침해에 대한 선사용
항변을 모든 기술분야로 확대함. ⑧ 제3자가 제한된 discovery로 USPTO에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Post-Grant Review 및 Inter Partes Review, 및 특허권자가 특허에 있는 불공
47)
48)
49)
50)

이 법안의 명칭은 상원에서 다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로 변경되었다. See § 1, 125 Stat. at 284.
157 Cong. Rec. S1381 (daily ed. Mar. 8, 2011).
157 Cong. Rec. H4505 (daily ed. June 23, 2011).
157 Cong. Rec. S5407, S5411, S5419, 5429-S5431 (daily ed. Sept.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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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행위의 문제를 정정할 수 있는 Supplemental Examination에 대한 절차를 창설함. ⑨

BPAI를 PTAB로 개명하며, Post-Grant Review 및 Inter Partes Review 절차를 처리하게 함.

4. 의회의 PRA 논의 과정에서 나온 미국 법원의 주요 판례
의회에서 PRA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그 동안 쟁점이 되고 있었
던 사안에 대해 주요한 판례들을 발표하였다.51)

2006년 eBay 사건에서 대법원은 injunction의 인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52) 2007년
후반에 대법원은, KSR 사건에서 자명성 기준을 높였으며,53) MedImmune 사건에서 지방
법원에서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Declaratory Judgment (DJ)의 소 제기 기준을 낮추
었으며,54) Microsoft 사건에서 35 U.S.C. §271(f)에 따른 등록특허의 역외범위를 제한하
였다.55) 2010년에 대법원은 Bilski 사건에서 35 U.S.C.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의 범위
를 제한하였으며,56) 2011년의 Microsoft 사건에서는 특허 무효성에 대한 검토기준을 재
확인하였다.57)

CAFC는 2009년 Seagate 사건에서 고의침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reckless behavior"
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였고,58) 2009년 후반 Exergen 사건에서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procedural pleading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고,59) 2011년 Therasense 사건에서 불공정 행위

51) 이하의 미국 법원 판례의 소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Hung H. Bui, " AN OVERVIEW OF
PATENT REFORM ACT OF 2011: NAVIGATING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NCLUDING
EFFECTIVE DATES FOR PATENT REFORM", 2011. pp.1-6.
52) eBay v. MercExchange, 126 S.Ct. 1837 (2006)
53)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대법원은 자명성 판단에 관한 Federal Circuit의 TSM
테스트의 “경직된(rigid) 적용"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면서 "ordinary creativity, common sense, obvious to try, and
predictability"를 포함하여 Graham v. John Deere Co., 382 U.S. 1 (1966) 판결에 기초한 보다 확장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54)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127 S.Ct 764 (2007). 대법원은 Federal Circuit의 "reasonable apprehension of suit"
테스트를 파기하고, 라이센스 계약으로 커버되는 특허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기 전에 licensee가
그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하거나 위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5) Microsoft v. AT&T, 127 S.Ct. 1746 (2007). 대법원은 35 U.S.C. §271(f)에 따른 책임은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해외에
서 제조판매된 컴퓨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복제로까지 확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CAFC는
Cardiac Pacemarkers, Inc., v. St. Jude Medical, Inc., 296 F.3d. 1106 (Fed. Cir. 2009) (en banc) 판결에서 35 U.S.C.
§271(f) 규정은 방법(process) 클레임으로 확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미국특허의 역외 집행(extraterritorial
enforcement)을 보다 제한하였다.
56) Bilski v. Kappos, 130 S. Ct. 3218 (2010). 대법원은 35 U.S.C. §101 규정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대하여 MT 테스트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유일한 테스트 방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지만 다른 가이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57) Microsoft v. i4i, 564 U.S. __ (2011). 대법원은 CAFC의 특허 유효성 추정을 확인하면서 특허 무효 항변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58)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497 F.3d 1360 (Fed. Cir. 2007) (en banc). CAFC는 지난 24년간 지속해 온, 고의침해
에 대한 negligence-유형의 "duty of due care" 기준을 파기하고 "objective recklessness" (객관적 무모성) 기준을 천명
하였다. 아울러, counsel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적극적 의무(affirmative obligation)는 없으며, counsel의 의견을 개
시하는 것은 trial counsel과의 소통(communications) 또는 trial counsel' s work product에 대한 attorney-client privilege
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59) Exergen, Corp., v. Wal-Mart Stores, Inc., 575 F.3d 1312 (Fed. Cir. 2009). 이 판결에서 CAFC는 불공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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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하는 기준을 상향시켰다.60)
특허손해액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의회에서 실패하고 있는 도중에, CAFC는 2009년
의 Lucent Tech 사건61) 및 그 후속 판결에서62) 특허손해액 및 손해액 분담(damage

apportionment)을 결정하는데 Georgia-Pacific63) 요인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판사를
"gatekeeper"로서 인정하여 특허손해액이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됨을 보증하도록 하였다.

5. AIA 개정 과정의 찬반 논의 (정리)
Senator Leahy는 PRA 2011 법안을 제안하면서, "미국 특허법은 거의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사이 경제는 급격하게 변하였다. 효율적인 특허시스템은 경제발전

pleading하는 부담을 증가시켰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9(b)는 USPTO에 대해 저질러진 중요한 누락이나
허위진술에 관하여 구체적인 "WHO, WHAT, WHEN, WHERE, and HOW"에 관하여 pleading에서 확인할 것을 요
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pleading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무슨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허위진술된 것인지, (2) 어느 클레임이 그 자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3) 그 자료의 어디에 중요
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지, (4) 그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5) USPTO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고려하였을 것인지, 및 (6) 그 자료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진술 하였
던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또한, 피고는 기만의도(intent to deceive)를 합리적으로 추정할만한 사실도 pleading
해야 하며, 추단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60)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on & Co., No. 2008-1511 (Fed. Cir. 2011) (en banc). CAFC는 USPTO에 대한 구체
적인 기만의도 및 "materiality"에 관한 사실인정 기준을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보다 엄격하게 하였으
며, 그 둘 간의 "sliding scale"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61) Lucent Tech.,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Fed. Cir. Sep. 11, 2009).
62) Cornell University v. Hewlett-Packard Company, 609 F. Supp. 2d 279 (N.D.N.Y. 2009) (Judge Rader sitting by
designation) Judge Rader는 제품에 침해 부품과 비침해 부품이 병존하는 경우 "damage apportionment"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전체 제품의 “전-시장가치”(entire market value)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
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 침해 부품이 전체 기계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근간이며, (2) 개개의 침해
부품과 비침해 부품이 함께 판매되고, (3) 개개의 침해 부품과 비침해 부품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 또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분과 유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액은 그 제품과 기술에 대한 기여분으로 배분(할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제품의 가치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배분된 로열티”(reasonably apportioned royalty)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ResQNet.Com, Inc. v. Lansa, Inc., No. 08-1365 (Fed. Cir. Feb. 5, 2010) CAFC는 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추측
에 근거한 신뢰할 수 없는”(speculative and unreliable) 것이며, 경제적 손실 및 클레임 발명의 시장에서의 족적에
관한 증거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리적 로열티를 재계산하라고 환송하였다.
Wordtech Sys., Inc., v. Integrated Network Solutions, Inc., 609 F.3d 1308 (Fed. Cir. August 19, 2010) CAFC는 지방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정한 로열티율에 관한 부정확한 설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합리적 로열티에 관하여
재계산하라고 환송하였다.
Unilo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CAFC는 합리적 로열티를 산정하는데 사용된 소위
“25% 경험법칙("25% rule of thumb": 25% of the infringer' s pretax profits)을 거부하고, 보다 객관적인 특허손해액
평가를 요구하였다.
63)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120 (S.D.N.Y 1970), modified and aff' d, 446 F.2d
295 (1971), cert. denied, 404 U.S. 870, 92 S.Ct. 105 (1971).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가상협상분석(hypothetical
negotiation analysis: what a willing licensee is willing to pay and what a willing licensor is willing to accept for the
license)에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15 요인("Georgia-Pacific" factors)을 제시
하였다. "Georgia-Pacific" 요인으로는, 특허발명의 성질과 비특허 요소와 구별되는 발명에 기인한 실현가능한 이
익의 부분, 침해자에 의하여 추가된 주요한 특징/개선, 제조과정 또는 사업상 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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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업창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발명과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으며,64)
이번의 개정 특허법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경,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
리절차의 확립, 소송에서의 확실성의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65) PRA 2011 법
안이 의회에서 논의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의 도입과 손해배상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반대론자와의 타협의
결과로서 AIA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는 대신 손해배상 규정의 개정은 없었던 것으
로 되었다. 그럼으로 인하여, AIA에서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당
히 약화되었다.

PRA 2011 법안에 대해 많은 그룹과 기업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66) "개정법안
은 미국 특허시스템이 발명자에게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직업
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높은 특허품질과 보호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였다.67)
반대론자의 주요 논지는 개정법안이 "반-발명자, 반-소기업 법안"이라는 것이다.68)
즉, PRA 2011 (S.23)의 "reform"은 소기업에게는 "deform"이며, 대기업들은 자신의 영역
을 지키기 위하여 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한다.69) 이울
러, 반대론자는 PTO의 심사적체 해소 및 특허품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논점이 개정법에
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국회는 PTO의 34개월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에

64) Patrick Leahy, "Leahy, Hatch, Grassley: Patent Reform Will Protect American Jobs,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January 20, 2011. 이하의 내용도 이 문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http://leahy.senate.gov/press/press_releases/release/?id=74cbf540-cc98-4172-b719-8d630e6bdf78>
65) Jeanne M. Gills, Stephen B. Maebius, Liane M. Peterson and Harold C., Wegner "Senate introduces the Patent Reform
Act of 2011
differences with House remain", January 26 2011.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93e1387-0da9-4824-b2bc-26babc934d02>
66)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United Steelworkers,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ies, 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Microsoft, IBM
67) DocMemory, "Congress to work on Patent Reform Bill", January 21, 2011.
<http://www.simmtester.com/page/news/shownews.asp?num=13568>
68) Donald Zuhn, "Patent Reform Discussion Moves to House", March 29, 2011.
<http://www.patentdocs.org/>
69) Bruce E. Burdick, "America Invents Act (formerly Patent Reform Act of 2011)
so big business can more easily
steal inventions", 2011.3.2. <http://www.burdlaw.com/blog/?p=96>
* S.23 법안이 대기업에 비하여 소기업이 불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ec. 2. First inventor to file. 대기업은 특허제도 뿐만 아니라 출원을 신속히 제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며, 단순히 빨리 출원함으로써 보다 쉽게 발명을 도용(steal)할 수 있을 것이다.
Sec. 3. Inventor' s oath or declaration. 대기업은 발명의 서명을 얻지 않고도 회사 명의로 출원할 수 있음으로써,

대기업은 발명자와 협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종업원 발명자나 대학 연구원들을 착취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발명을 도용할 수 있다.
Sec. 4. Damages. 대기업과 같은 고의적인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Sec. 5. Post-grant review proceedings. 특허에 대한 계속적인 review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특허소송의 지연
을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대기업은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가할 것인 반면 소규모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를
방어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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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야 하며,70) "bad patent"가 양산되지 않도록 USPTO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1)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면 특허등록은 최초 발명자가 아니라 USPTO
로의 출원 경주(race)에서 이긴 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면서, 본 개정으로 인하여 자
신의 출원일을 확보하려고 “설익은” (half-baked) 발명으로도 출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
에 PTO로의 출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며, 현재 70만 건의 출원 재고를 안고 있는 PTO로
서는 더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A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규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그 특허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값비싸고
소송과 같은 절차는 수많은 소기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 현행 EPR 제도의 허점(익명의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특
허를 영원히 중간영역(limbo)에 있도록 허용하는 점)은 수정하는 않은 채 개정안은 특허
가 행사되기(be enforced)도 전에 침해자로 하여금 이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고 비판한다.

70) Brian Pomper (Executive Director of the Innovation Alliance which includes members such as Qualcomm and Tessera)
71) Matt Osenga, "Patent Reform 2009 Continued", February 11, 2009.
<http://inventivestep.net/2009/02/11/patent-reform-2009-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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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A의 주요 내용
1. AIA의 주요 규정
AIA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②
특허 품질 향상 추구, ③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관점”에서,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고수하고 있던 선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발명자만
이 특허출원인으로 될 수 있는 종전 시스템을 변경하여 양수인에 의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특허법 개혁을 논의하면서 크게 문제로 제기되었던 중의 하나가 특허심사 품질 문
제이었다. 이에, AIA에는 “특허 품질 향상 추구”의 방안으로, 특허심사에 제3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제3자 정보제공 제도, Post-Grant Review 및 Inter Partes Review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

정립하였으며,

특허권자로

하여금

보충심사

(Supplemental

Examination)를 통하여 특허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미국 개정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재판지 등의 규정에 대하여

NPE의 폐해와 관련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AIA에서
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사용 항변 인정, 소송당사자 병합요건 강화, 변호사 자문
규정 등이 법제화 되어 특허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
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AIA 개정에 따라 그 전후의 미국 특허법 규정을 비교하여 요약 • 정리
한 것이다.72)
PRE-AIA

AIA

FIRST INVENTOR TO FILE, PRIOR ART & GRACE PERIOD
35 U.S.C.§102-103
Sec. 3, 125 Stat. at 285-87
선행기술(PRIOR ART)
선행기술(PRIOR ART)
§102(a). 클레임발명전의공지사유( U.S. or anywhere)
§102(a)(1).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전의공지사유
§102(b). 미국출원일1년전의공지사유
(anywhere)
§102(e). 당해미국출원일전에타인에의하여출원된
미국특허나공개출원

§102(a)(2). 당해유효출원일전에타인에의하여출원
된미국특허나공개출원
- 조약우선일도선행기술일자로될수있음.
* 예외:
- 발명자로부터 획득한 것인 경우

72) 아래의 표는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COMPARISON OF
SELECTED SECTIONS OF pre-AIA §AND AIA §U.S. PATENT LAW", 1st Ed. Oct.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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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 타출원의 유효출원일 전에, 발명자가 먼저 공지한
경우
- 당해 유효출원일 전에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102(g). 당해발명전에타인이먼저발명한경우
§103. “클레임발명당시”를기준으로자명성판단

§103.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을기준으로자명성
판단
유예기간(GRACE PERIOD )
§102(b)(1).미국출원일과그이전1년사이
(A) 발명자또는그로부터지득한자에의한개시, 또는
(B) 타인의개시전에, 발명자또는그로부터지득한자
에의하여공개된경우.

유예기간(GRACE PERIOD )
§102(b). 미국출원일과그이전1년사이
- public use or on sale: 미국내
- 특허나간행물: anywhere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
이적어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DERIVATION PROCEEDINGS
35 U.S.C.§135 & 291
§135. interference proceedings.

Sec. 3, 125 Stat. at 288-90
§135. derivation proceeding
- 선출원클레임과동일한클레임의최초출원공개일로
부터1년이내에§135 petition 제출
- USPTO는출원이나특허에있는발명자의기명을정정
할수있음.

§291. 저촉특허에관한민사소송규정

§291. 파생특허에관한민사소송규정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
이적어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INVENTOR'S OATH / ASSIGNEE FILING
35 U.S.C.§115, 116, 118, 256
§115. 발명자선언서
- The inventor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

Sec. 4, 125 Stat. at 293
§115. 발명자선언서(notice of allowance전에제출가능)

양수인은발명자를찾을수없거나협조하지않는경우
에발명자를대신하여출원과선언서를제출할수있음.
§116 & 256. 발명자기재오류를정정하기위해서는
deceptive intent가없을것을요건으로함.

§118. 양수인도출원을제출할수있도록허용함.
- The assignee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
발명자정정은언제든지할수있으며, §115 요건의미
준수는그것이치유되면특허를무효로하거나실효
(unenforceable)되도록하지않음.
적용대상: 2012.9.16. 이후에제출되는출원

PRIOR USER RIGHTS
35 U.S.C. §273
§273(b).영업방법특허에대해선사용항변을허용
- 선사용자가당해특허의출원일의1년전에그발명을실
시화하였고미국에서그발명을상업적으로사용한경
우.

Sec. 5, 125 Stat. at 297-99
§273. 선사용항변의대상에제한이없음.
-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의1년전에상업적으로사용
한경우
고등교육기관또는기술이전기관으로양도의무가있는
경우에대한예외를규정함.
적용대상: 2011. 9. 16. 이후에등록되는모든특허

POST-GRANT REVIEW
Sec. 6, 125 Stat. a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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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321-329. post-grant review (PGR) 절차에관한규정신설
개시요건: ①more likely than not that at least one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 is unpatentable, 또는
②a novel or unsettled legal question.
Best mode 요건을제외한모든무효사유
적용대상: 등록일 • 재등록일로부터9개월이경과하지
않은특허에대해2012. 9. 16. 이후부터시행. 다만, 선출원
주의가적용된특허로제한됨.

INTER PARTES REVIEW
35 U.S.C.§311-318
제3자는언제든지IIPR을청구할수있음.
- 심사: 특허청심사관

Sec. 6, 125 Stat. at 299
제3자는등록일로부터9개월또는PGR 종료일후에 IPR
을청구할수있음. 다만, 특허소송제기일로부터1년후에
는불가.
- 심사: PTAB

개시요건:
- 2011.9.16. 전청구건::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 2011.9.16. 이후청구건: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one of the
challenged claims

개시요건: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one of the challenged claims.

§316. 특허권자는클레임을보정할수있는1번의기회를
가짐

특허권자는클레임을보정하거나추가할수있음.

§315. IPR과다른절차와의관계를규정함.
§316. 한정된범위의discovery를허용.
§317. 화해규정있음.
IPR 절차는"special dispatch" 로수행됨.

최종결정은IPR 승인일로부터1년내(최대6개월연장
가능).
적용대상: 2012.9.16. 발효되며, 그이전이나이후에등록
된모든특허

SUBMISSION OF PRIOR IN ART IN APPLICATIONS BY THIRD PARTIES TO USPTO
Sec. 8, 125 Stat. at 315
§122. 제3자정보제공시기개정
- before the date of notice of allowance, six months after the
publication date, or the date of first rejection, whichever is
earlier.
적용대상: 2012.9.16. 발효되며, 그이전이나이후에제출
된모든출원
VENUE FOR USPTO
35 U.S.C.§32, 145, 146, 154(b)(4)(A), 293 and 15 U.S.C.
§1070(b)(4) list venue of the USPTO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ec. 9, 125 Stat. at 316
35 U.S.C.§32, 145, 146, 154(b)(4)(A), 293 and 15 U.S.C.
§1070(b)(4), list venue of the USPTO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발효일: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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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PATENT FEES
Sec. 10-11, 125 Stat. at 316
USPTO Director가규칙으로수수료를설정하거나조정
할수있는권한을가짐

수수료를설정할수있는권한을의회가가짐.
수수료감면: small entities 50%

수수료감면: small entities 50%, micro entities 75%
2011.9.26.자로기존수수료15% 할증

ELECTRONIC FILING INCENTIVE
§41. 전자출원과서면출원간에수수료차이가있음.

Sec. 10, 125 Stat. at 319
전자적으로제출되지않은출원에$400 추가수수료부
가
발효일: 2011.11.15.

SUPPLEMENTAL EXAMINATION
Sec. 12, 125 Stat. at 325-27
§257. 특허권자가특허와관련한정보를고려하도록
USPTO로보충심사를청구할수있음.
개시요건: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발효일: 2012.9.16
TAX STRATEGY PATENTS
Sec. 14, 125 Stat. at 327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피하는 등에 관한 발명은, 그것
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102/103 규정에 따
른 발명의 평가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차별화하기에 충
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
출되는모든출원및2011.9.16. 이후에등록되는모든특
허
BEST MODE REQUIREMENT
35 U.S.C.§112 & 282
§112. best mode 요건규정

Sec. 15, 125 Stat. at 328
§112. Pre-AIA와동일

§282. 클레임무효사유로§112 요건의미준수를규정

§282. §112의best mode 요건을클레임무효사유에서제
외함.
발효일: 2011.9.16.

VIRTUAL MARKING AND FALSE PATENT MARKING
35 U.S.C. §287 & 292
§287."patent"(pat) 단어와특허번호를물건이나포장에
표기

Sec. 16, 125 Stat. at 328-29
§287(a).특허번호와함께특허품과관련한Internet 주소
를표기하는것도허용

§292 특허허위표시소송은누구든지 제기가능
- 허위표시자는각행위당$500 미만의벌금

§292 미국정부만이소제기가능
-다만, 경쟁적손해를입은자는손해배상청구가능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
기된모든사건

ADVICE OF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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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Sec. 17, 125 Stat. at 329
§298.변호사자문을구하지않은것은고의침해의입증
으로사용될수없음.
적용대상: 2012.9.16. 이후에등록된특허

REVIEW OF BUSINESS-METHOD PATENTS
Sec. 18, 125 Stat. at 329
BM 특허에대해과도기적PGR을규정
발효일: 2012.9.16.; 2020.9.16. 종료
JOINDER OF PARTIES
Sec. 19, 125 Stat. at 332
§299. 특허소송에서피고들이특정요건을만족하는경
우에만그피고들을하나의소송으로병합할수있음.
발효일: 2011.9.16.
USPTO FUNDING/ENDING FEE DIVERSION
35 U.S.C. §42
§42(b)(c)
Since 1991, the USPTO has collected over $1 billion in user
fees to which it has been unable to obtain access.

Sec. 22, 125 Stat. at 336
§42(c) 개정:USPTO "Reserve Fund" in the U.S. Treasury
발효일: 2011.10.1

SATELLITE OFFICES
Sec. 23, 125 Stat. at 336
USPTO로하여금3 이상의위성사무소를설립하도록요
구함(2014.9.16. 이내).
PRIORITIZED EXAMINATION
Section 25, 125 Stat. at 337
§2(b)(2). 미국경제나경쟁력에중요한기술에대한PE 청
구를허용함.
발효일: 2012.9.16.
PATENT CLAIMS DIRECTED TO OR ENCOMPASSING A HUMAN ORGANISM
Sec. 33, 125 Stat. at 340
"human organism"을청구하는클레임은특허받을수없
다고법제화함.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
출되는출원
CALCULATION OF 60 DAY PERIOD FOR PATENT TERM ADJUSTMENTS
Sec. 37, 125 Stat. at 341
§156(d)(1). 법령승인(예: FDA 승인)이업무일의
4:30p.m., ET 후에전송된경우그다음업무일에이를수
신한것으로간주함.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후에제출
된출원또는그당시에사법심사를받고있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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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ND REPORTS IN AIA
Report on Misconduct Before the Office

Sec. 3, 125 Stat. at 291

Small Business Study

Sec. 3, 125 Stat. at 291

Report on Prior User Rights

Sec. 3, 125 Stat. at 292

Report on Satellite Offices

Sec. 23, 125 Stat. at 337

Study of America Invents Act

Sec. 26, 125 Stat. at 338

Study on Genetic Testing

Sec. 27, 125 Stat. at 338

Establishing Methods for Studying the Diversity of Applicants

Sec. 29, 125 Stat. at 339

Study on International Patent Protections for Small Businesses

Sec. 31, 125 Stat. at 339

Study of Patent Litigation

Sec. 34, 125 Stat. at 340

2. AIA 개정 규정의 발효일
AIA는 SEC. 35에서 다음과 같이 발효일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달리 규
정되지 않은 한 개정법 규정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종료 후에 발효하며, 그 발효일 이
후에 등록된 특허에도 적용된다.”

AIA 제정일(the date of the enactment)은 2011년 9월 16일이며, 다음은 AIA의 각 규
정별 발효일을 정리한 표이다.73)
SEC. of
AIA

Provision

Effective Date

3

OED Statute of Limitations

Sept. 16, 2011

3

Derivation proceedings

Mar. 16, 2013

3
3

Prior User Rights Report
Effects of First-Inventor-to-File on Small Business Report

Jan. 16, 2012
Sept. 16, 2012

3

Report on Misconduct Before the Office

Mar. 16, 2013

3

Repeal of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Mar. 16, 2013

3

First-Inventor-to-File

Mar. 16, 2013

4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Sept. 16, 2012

6
6

Post-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Sept. 16, 2012
Sept. 16, 2012

73) USPTO, "America Invents Act: Effective Dates", Sept. 16, 2011.

- 21 -

SEC. of
AIA

Provision

Effective Date

6

Citation of prior art in a patent file

Sept. 16, 2012

6
8

Inter Partes Reexamination transition for threshold
Third party submission of prior art in a patent application

Sept. 16, 2011
Sept. 16, 2012

9

Venue change from DDC to EDVA for suits

Sept. 16, 2011

10

Fee Setting Authority

Sept. 16, 2011

10

Electronic filing incentive

Nov. 15, 2011

10

Establishment of micro-entity

Sept. 16, 2011

11
11

Prioritized examination
15% transition surcharge

Sept. 26, 2011
Sept. 26, 2011

12

Supplemental examination

Sept. 16, 2012

14

Tax strategies are deemed within the prior art

Sept. 16, 2011

15

Best mode

Sept. 16, 2011

16

Virtual and false marking

Sept. 16, 2011

16
18

Virtual Marking Report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Sept. 16, 2014
Sept. 16, 2012

22

Reserve fund

Oct. 01, 2011

23

Open Satellite Offices

Sept. 16, 2014

23

Satellite Offices Report

Sept. 30, 2014

25

Priority examination for important technologies

Sept. 16, 2012

26

AIA §Implementation Report

Sept. 16, 2015

27

Genetic Testing Report

June 16, 2012

28

Patent Ombudsman for Small Businesses Program Established

Sept. 16, 2012

29

Diversity of Applicants Program Established

Mar. 16, 2012

31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es Report

Jan. 14, 2012

32

Pro Bono Program

Sept. 16, 2011

33

Human organism prohibition

Sept. 16, 2011

34

Patent Litigation Report

Sept.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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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출원주의
AIA에 의하면, 미국특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FTI)에서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FTF)로 변경되며,74) 모든 출원은 "effective filing date"(유효출원
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정해진다. 또한, 자명성도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행기술 요건도 출원일 당시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지사유에 대해
국제주의를 적용하며, 다만 출원일 전 1년 이내의 발명자에 의한 공지를 예외(inventor's

publication-conditioned grace period)로 규정한다. pre-AIA의 저촉절차는 파생절차
(derivation proceeding)로 대체되어,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후출원의 발명자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derived" 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AIA의 선출원주의 규정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IA에 의하여, 지난 200년 이상 고수하고 있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
의로 변경되었다.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표출되었듯이, 선출원주의는 대기업들에 보
다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며, 입법 반대론자는 선출원주의의 도입으
로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다수 특허출원되어, 지금도 심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특허청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며, 이는 곧 특허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세계적인 특허법제의 통일화
에서 외톨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명해졌다. 특히, Radar CAFC 법
원장은 미국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가야하는 이유로서 “미국만이 고립될 수
없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75) 즉,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시장이고
미국기업이 해외로 출원할 필요성이 없다면 고립적으로 독특한 법제를 유지할 수 있겠
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선출원주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6)
의회보고서에 의하면, “§102 규정에서 발명자의 우선일을 그 유효출원일로 되도록
개정한 것은 미국이 FTF 시스템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하면서,77) 다음과
같이 그 도입배경을 설명하였다:78) ① 특허출원일은 객관적이고 판단하기 용이한 반면
발명일은 대개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었을 때 확증이 요구된다. ② FTF 시스템은 저촉절
차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없애고 발명자로 하여금 기록과 문서보존의 필요성을 제거한
다. ③ 많은 미국의 발명자와 회사가 (FTF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으로 특허출원
을 하기 때문에 FTI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두 종류의 출원 시스
템을 따라야 하는 부담을 진다.

74) AIA Sec. 3. First inventor to file
75) 최승재, "미 특허개혁법의 상원통과 의의와 주요내용", 법률신문, 2011.9.29.
76) 이와 같이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에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7) H.R. Rep. No. 112-98, at 73 (2011).
78) H.R. Rep. No. 112-98, at 40-4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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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AIA에서는 출원의 클레임 발명에 관한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⑴ 특허 또는 출원에서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은, ① 실제 출원일,
또는 ② 국내 • 조약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 그 우선일이나 선
출원일이며,79) ⑵ 재등록 출원이나 재등록 특허에서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은 그 발
명에 대한 클레임이 재등록을 구하는 특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보고 판단한
다.80)
여기서, 유효출원일은 “클레임 발명” 단위로 정해지는 것이며, “출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유효출원일은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pre-AIA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일 및 미국출원일을 대체한다.81) 출원인이 조약우선권
에 기초한 유효출원일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서류의 번역문이 요구될 수 있다.82)
이 정의 규정에 대해 Senator Kyl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83) ①
본 정의 규정은 기존 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② 나중에 추가된 클레임은 그것이
뒷받침되는 사항에 관한 유효출원일을 갖는다; ③ 재등록에는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
으며, 따라서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이 변경되지 않는다.
Pre-AIA
<new>

79)
80)
81)
82)
83)

AIA
§ 100 (i)(1) The term ‘effective filing date’ for a claimed invention
in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means.
(A) if subparagraph (B) does not apply, the actual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invention; or
(B)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application for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is entitled, as to such invention, to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2) The effective filing date for a claimed invention in an
application for reissue or reissued patent shall be determined by
deeming the claim to the invention to have been contained in the
patent for which reissue was sought.
(j) The term ‘claimed invention’ means the subject matter defined
by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for a patent.

AIA §100(i)(1)
AIA §100(i)(2)

따라서 선발명을 입증하기 위한 37 CFR 1.131. 선언서는 쓸모없게 되었다.
37 CFR 1.55
157 Cong. Rec. S1368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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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성 요건
AIA에서는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관한 §102, §103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특허
요건 판단에 있어서 발명일 • 미국출원일 기준을 삭제하고 유효출원일 기준으로 변경한
다. 그리고 "grace period"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의한 출원 전 공지에만 적용되며, 타인
의 독자적인 공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84)

AIA §102(a) 규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02(a)(1) 규정은 pre-AIA §102(a) &
(b) 규정을 결합하여 새로 만든 것으로, 공중이 접근가능한 형태의 선행기술을 정의한다
("public disclosure of prior art"). §102(a)(2) 규정은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을 정의
("patent disclosure of prior art")하는 것으로, pre-AIA §102(e)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특허 부여의 우선순위가 유효출원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② 선출원으로서 선행기술로 되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출원이 영어로 공개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서 영어로 국제공개되지 않
더라도 그 유효출원일로서 선행기술로 될 수 있다.
비록 pre-AIA §102(f)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헌법 및 AIA §101 규정에 의하여85) 여
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86)
Pre-AIA

AIA

35 U.S.C.§102-103
Sec. 3, 125 Stat. at 285-87
선행기술(PRIOR ART)
선행기술(PRIOR ART)
§102(a). 클레임발명전의공지사유( U.S. or anywhere)
§102(a)(1).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전의공지사유
§102(b). 미국출원일1년전의공지사유
(anywhere)
§102(e). 당해미국출원일전에타인에의하여출원된미 §102(a)(2). 당해유효출원일전에타인에의하여출원된미국
국특허나공개출원
특허나공개출원
- 조약우선일도선행기술일자로될수있음.
* 예외:
- 발명자로부터 획득한 것인 경우
- 타출원의 유효출원일 전에, 발명자가 먼저 공지한 경우
§102(g). 당해발명전에타인이먼저발명한경우
- 당해 유효출원일 전에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유예기간(GRACE PERIOD )
§102(b). 미국출원일과그이전1년사이
- public use or on sale: 미국내

유예기간(GRACE PERIOD )
§102(b)(1).미국출원일과그이전1년사이
(A) 발명자또는그로부터지득한자에의한개시, 또는

84) Rick Mescher, "Is Patent Reform Finally On Its Way?", March 24, 2011. ("그로 인하여 잠재적인 선행기술의 범위가
넓어져서 특허 받기가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http://www.technologylawsource.com/tags/patent-reform-act-of-2011/>
85) U.S. Const. art. I, § 8, cl. 8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 . .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 . . Discoveries"); 35 U.S.C.
§ 101 (allowing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o obtain a patent).
86)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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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 특허나간행물: anywhere

AIA
(B) 타인의개시전에, 발명자또는그로부터지득한자에의하
여공개된경우.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이적어
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35 U.S.C.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and loss §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of right to patent.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a) the invention was 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country, or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this or a foreign country,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applicant for patent,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b)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on sale in this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or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c) he has abandoned the invention, or
(b) EXCEPTIONS.―
(d) the invention was first patented or caused to be patented,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or was the subject of an inventor's certificate, by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applicant or his legal representatives or assigns in a foreign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country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is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country on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inventor's certificate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filed more than twelve months before the filing of the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e) the invention was described in - (1) an application f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patent,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by another filed in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invention by the applicant for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patent or (2) a patent granted on an application for patent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other fil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invention b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the applicant for patent, except that an international (2) DISCLOSURES APPEARING IN APPLICATIONS AND
application filed under the treaty defined in section 351(a) PATENTS.―A disclosure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shall have the effects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of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if―
an application filed in the United States only if the
(A)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ed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was published under Article 21(2) of such treaty in the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subject matter
English language; or
wa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been publicly
(f)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patented, or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g)(1) during the course of an interference conducted under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section 135 or section 291, another inventor involved
(C)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therein establishes, to the extent permitted in section 104,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that before such person's invention thereof the inventio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was made by such other inventor and not abandoned,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suppressed, or concealed, or (2) before such person's
invention thereof, the invention was made in this country
by another inventor who had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it. In determining priority of invention und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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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subsection, there shall be considered not only the respective
dates of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but also the reasonable diligence of one who was
first to conceive and last to reduce to practice, from a time
prior to conception by the other.

AIA

1. 공지 공용 등의 선행기술 요건 및 그 예외
AIA §102 규정과 관련하여, "2011 Committee Report for the America Invents Act"의
배경설명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87) “AIA §102 규정은 특허법의 선행기
술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선행기술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출원일 전 1년
내의 발명자에 의한 개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출원일 전에 공개적으로 존재하
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선행기술 요건으로 더 이상 지역적 제한을 요하지 않는
다. "available to the public" 이라는 문구는 선행기술의 범위가 나열된 사항보다 넓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선행기술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Senator Leahy는 2011년 3월의 상원 토론에서, “AIA §102(a) 규정의 선행기술은 공
중에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며, 비밀적인 판매제공이나 사용 또는 비밀 공정은
더 이상 선행기술로 되지 않으며, 그리고 ‘공중 이용가능성’ (public-availability) 기준은
법원의 판례에 따른다.” 라고 언급하였다.88)

(1) 선행기술 요건
AIA의 신규성 규정에서, 클레임 발명은 그 유효출원일 전에 특허되었거나 간행물
에 기재되었거나 공용 또는 판매되었거나 기타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89) AIA §102(a)(1)는 선행하는 특허 • 간행물 • 공용 • 판매 등에 기초한 선
행기술을 규정한 것으로, 공지사유의 지역적 범위를 모두 국내외 구분없이 국제주의를
채택하여, pre-AIA §102(a)(b)에서 공용 • 판매는 국내, 그리고 특허 • 간행물은 국내외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철폐한다.90) 즉, pre-AIA에서 미국 밖의 외국에서의 "on sale"
은 선행기술로 되지 않지만, AIA에서는 외국에서의 "on sale"도 선행기술로 된다.91)

AIA §102(a)(1) 규정의 선행기술 요건은 2007년 7월 상원의 Senate Judiciary
87)
88)
89)
90)
91)

H.R. Rep. No. 112-98, at 4243 (2011).
157 Cong. Rec. S1496 (daily ed. Mar. 9, 2011) (statement of Sen. Hatch).
AIA §102(a)(1)
그 결과, pre-AIA §104 (Invention made abroad.) 규정은 삭제되었다.
AIA에서는 비밀판매제공(confidential sales offer)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판례에 따르면 그것
도 여전히 선행기술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달리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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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s markup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92) 2007년 상하원에 제안된 법안에
서는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이라는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93) 하원
법안에서는 2007년의 전체 논의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문구가 추가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출원일의 1년 전에 발명자의 비밀적 상업화는 특허의 상실을 초래한다.” 라는

Metallizing Engineering 판례94)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95) 그러다가
110차 의회에서 상원법사위원회는 §102(a)(1)의 마지막에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007년 Senate Committee Report에서, 그와 같은 문구
가 추가된 것은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비밀적 공동협약은 선행기술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96)

2007년 Senate Report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기술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있었던 발명자에 의한 개시를 제외하고는 출원일 전
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97) 이와 같은 선행
기술 정의 규정은 111차 의회에 제안된 상하원 법안98) 및 112차 의회에 제안된 상하원
법원99)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AIA에서 입법되었다.100)

(a) 공용

•

판매 (public use and sale)

AIA에서는 pre-AIA에서도 사용된 용어인 “공용(public use) 및 판매(on sale)”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pre-AIA에서 “공용 및 판매”는 상업적 활동이 공개적

(public)이지 않더라도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고객과의 비밀판매계
약101) 또는 공중에 판매된 제품을 만드는 기계나 방법의 비밀적인 사용102)을 들 수 있
다. 여기서, AIA §102(a)에 사용된 “공용 및 판매”도 pre-AIA §102에서와 같이 해석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의회가 법원에 의하여 종전에 일관되게 해석되어온 용
어를 개정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정법에 있는 동일한 용어
에 대해 종전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3) 다른 한편으로는, AIA

92) H.R. Rep. No. 110-259, at 86 (2008).
93) S. 1145; H.R. 1908.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 . .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r on sale."
94) Metallizing Engineering Co. v. Kenyon Bearing & Auto Parts, Co., 153 F.2d 516 (2d Cir. 1946).
95) H.R. Rep. No. 110-314, at 56 (2007).
96) S. Rep. No. 110-259, at 39 (2008).
97) S. Rep. No. 110-259, at 9.
98) Patent Reform Act of 2009, S. 515, sec. 2(b)(1), § 102, 111th Cong.; Patent Reform Act of 2009, H.R. 1260, sec.
3(b)(1), § 102, 111th Cong.
99) America Invents Act, S. 23, sec. 3(b)(1), § 102, 112th Cong. (2011); America Invents Act, H.R. 1249, sec. 3(b)(1),
§ 102, 112th Cong. (2011).
100)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No. 112-29, sec. 3(b)(1), § 102(a)(1), 125 Stat. 284, 28586 (2011).
101) E.g., Pfaff v. Wells Electronics, 525 U.S. 55 (1998)
102) E.g., Metallizing Engineering Co. v. Kenyon Bearing & Auto Parts Co., 153 F.2d 516 (2d Cir. 1946)
103) See, e.g., Microsoft Corp. v. i4i Limited Partnership, 131 S. Ct. 2238, 2245 (2011), ("where Congress uses a
common-law term in a statute, we assume the ' term ... comes with a common law meaning, absent anything pointing
another way.' Safeco Ins. Co. of America v. Burr, 551 U.S. 47, 58 (2007) (citing Beck v. Prupis, 529 U.S. 494, 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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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a)(1)에 "...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 이라는 문구를 부기한 점에 기초하
여 AIA의 “공용 및 판매”는 공개적인 활동을 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04) 2011년 3월

9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의 §102 규정을 논의하면서, Senators Leahy & Hatch는 개정법안
의 §102 규정은 종전 §102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변경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는
데,105) 이와 같은 입법 이력에 의하면 후자의 해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USPTO는 2012년 7월의 심사기준(안)에서,106) AIA §102(a)(1) 규정에는

pre-AIA §102(b)에서와는 달리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이라는 문구를 포함하
고 있는데, AIA의 입법이력으로 볼 때 AIA §102(a)(1) 규정은 비공개적인 사용이나 판매
제공을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107)

(b) 기타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
AIA에서는 “기타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를 선행기술의 요건으로 추가하
였는데,108) 이 표현은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신규성 규정에 있는

"everyth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means of a written or oral description, by use,
or in any other way"109)라는 정의와 유사하다.110)
USPTO의 2012년 7월의 심사기준(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11) “AIA
§102(a)(1) 규정에는 (pre-AIA §102 규정에는 없었던)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과
같이 잠재적인 선행기술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catch all" 규정을 두고 있
다. 이 "catch all" 규정은,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수단이나 그 개시가 ‘간행물’ 등 AIA

§102(a)(1)에서 정의된 선행기술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의 여부와는 달리, 그 개시가 “공
중이 이용 가능하였던 것”인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공중의 이용가능
성(availability)은 대학 도서관에 있는 학생 논문,112) 과학학회에서 배포된 포스터 등의
정보,113) 출원공개공보,114) 인터넷에 전자적으로 게재된 문서,115) 또는 Uniform
(2000)).").
104) Donald S. Chisum,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nalysis and Cross-References", Dec. 5, 2011. pp.12-13
105) 157 Congressional Record 1496 (March 9, 2011)
106) 77 FR 43765 (July 26, 2012)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First-Inventor-to-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CTION: Request for comments)
107) See 157 Cong. Rec. S.1370 (Mar. 8, 2011) (The Committee' s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adding the words '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is confirmed by judicial construction of this phraseology. Courts have consistently
found that when the words ' or otherwise' or ' or other' when used as a modifier at the end of a string of clauses restricts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clauses.)
108) IPR이나 PGR에서는 특허와 간행물만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행물”과 “기타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109)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4(2)
110) Donald S. Chisum,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nalysis and Cross-References", Dec. 5, 2011. p.17
111) 77 FR 43765 (July 26, 2012)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First-Inventor-to-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CTION: Request for comments)
112) E.g, In re Cronyn, 890 F.2d 1158 (Fed. Cir. 1989); In re Hall, 781 F.2d 897 (Fed. Cir. 1986); In re Bayer, 568 F.2d
1357 (CCPA 1978).
113) E.g., In re Klopfenstein, 380 F.3d 1345, 1348 (Fed. Cir. 200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v. AB Fortia,
774 F.2d 1104 (Fed.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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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de에 따른 판매(sale)를 구성하지 않는 상업적 거래116) 등과 같은 상황에
서 일어난다. 문서나 기타 개시가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래

(transaction)가 판매(sal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클레임 발명이 공중에 이용 가
능하였다면, "otherwise available"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로 될 수 있다.”

(2) 예외 (Grace Period)
AIA에서는 공지 • 공용 등에 의한 개시가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클레임 발명에 대하여 AIA §102(a)(1)
에 따른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117) (A) 그 개시가 발명자나 공동발명
자, 또는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주제를 획득한 타인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그 주제가, 그러한 개시 전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주제를 획득한 타인에 의하여 공
공연히 개시되었던 경우.

pre-AIA §102(b)는 미국출원일 전 1년 동안에 발명자나 타인에 의한 어떠한 개시에
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grace period를 규정한다.118) 반면, AIA §102(b)(1)(A)에 의하면, 1
년 grace period는 발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에 의하여 발명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119) 따라서 발명자가 출원하기 전에 어느 누구인가에 의한
공지가 있었던 경우 그 공지가 발명자에 의한 개시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그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120) 다만, AIA §102(b)(1)(B)에서는 타인의 독자적인 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타인의 독자적인 개시 전에
발명자(또는 그 자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가 그 발명을 먼저 공공연히 개시
114) E.g., In re Wyer, 655 F.2d 221 (CCPA 1981); see also Bruckelmyer v. Ground Heaters, Inc., 445 F.3d 1374 (Fed.
Cir. 2006).
115) E.g., In re Lister, 583 F.3d 1307 (Fed. Cir. 2009), and SRI International, Inc. v. Internet Security Systems, Inc., 511
F.3d 1186 (Fed. Cir. 2008).
116) E.g., Group One, Ltd. v. Hallmark Cards, Inc., 254 F.3d 1041 (Fed. Cir. 2001).
117) AIA §102(b)(1)
118) 예를 들어, A가 2000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2000년 3월 1일에 논문을 발표한 다음 2001년 1월 1일에 출원
을 한 경우, pre-AIA에 의하면 그 논문발표는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A가 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A가 2000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B가 A로부터 이를 배워서 2000년 4월 1일에 논문에 발표하였고,
A는 2001년 1월 1일에 출원을 한 경우, 이 또한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A가 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른 예로서, A가 2000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B도 독자적으로 2000년 3월 1일에 발명을 한
다음 2000년 4월 1일에 논문에 발표하였고, A는 2001년 1월 1일에 출원하였고 B는 2001년 2월 1일에 출원한
경우, B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A는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한
A가 먼저 발명하였기 때문에 B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19) 반대론자에 의하면, 미국의 무조건적인 grace period는 유연하고 강력한 법적 체계의 특징이었으며, 200년 이상
미국 혁신가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AIA는 이러한
grace period를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우려한다. (Ron D. Katznelson, "Section 2 of S. 23 will deny inventors U.S.
patent protection that would not be denied under foreign patent laws", 2011.3.6.)
120) Ann McCrackin, Stephen Brodsky, Amrita Chiluwal, "Comparison of the Current U.S. First-to-Invent System with the
First-Inventor-To-File System Proposed in the Patent Reform Act of 2011 (S.23)", March 02, 2011.
<http://www.patentlyo.com/patent/2011/03/mccrackinpatentreform.html>

- 30 -

한 경우(First-to-Publish)에는 그 타인의 개시는 AIA §102(a)(1)에 따른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21)122)

FTF 시스템의 일반적인 원칙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두 발명자가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 그 우선권은 출원을 최초로 제출한 발명자에게로 돌아간다(AIA §102(a)(2)). 선
출원은 후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작용하여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IA
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한다:

① 선출원이 진정한 발명자인 후출원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발명을 클
레임한 경우 그 선출원은 후출원에 대해 §102(a)(2) 선행기술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② 선출원의 발명이 그 선출원일 전에 후출원인에 의하여 공중에 개시된 경우, 그
선출원은 후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102(b)(2)). 이런 관점에서,

AIA의 FITF 시스템은 또한 First-to-Disclose (FTD, 또는 First-to-Publish; FTP)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a) 발명자의 개시
AIA §102(b)는 출원일 전의 1년 동안에 있었던 발명자 자신의 개시(disclosure)에
근거하여, 또는 발명자의 공중 개시 후에 있었던 타인의 개시에 근거하여서는 특허받

121) 그러나 종전 PRA 개정법안에는 "First-to-Publish system"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PRA 2006 (S.3818)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 (A) more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f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a patent;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LIMITATION ON PRIOR ART. (1) DERIVATION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2) GRACE PERIOD. - Subject matter disclosed in the prior art less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shall not preclude the patenting of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 or section 103 if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prior to the date the subject matter becomes prior art pursuant to section 102(b), i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inventor of the claimed subject matter or the
applicant.
122) 그런데, AIA에서 §102(b)(1)(B)의 "publicly disclosed"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향후 법원 또는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명세서와 같은 수준의 구체적인 개시(설명)만이 "publicly disclose"된
것이라고 판단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태의 disclose는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거절의 근거로 될 수 있다. Boundy, David E.; Marquardt, Matthew J. "Patent Reform' s Weakened Grace
Period: Its Effects On Startups, Small Companies, University Spin-Offs And Medical Innovators", Medical Innovation
& Business: Summer 2010 - Volume 2 - Issue 2, pp.27 37.
<http://journals.lww.com/medinnovbusiness/Fulltext/2010/06010/%20Patent_Reform_s_Weakened_Grace_Period__Its_Effe
cts.6.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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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도록 하지 않음을 보증하도록 grace period를 규정한다.123) AIA에서 “개
시”(disclosure)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 용어는 AIA §103에 사용된 것
에 의하여124) 암시적으로 정의된다. 즉, AIA §102(b) 규정의 “개시”(disclosure)라 함은

AIA §103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102에서 제시된 바의 선행기술로 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125)

AIA §102(b)(1) 규정에는 "disclosure"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AIA §102(a)(1) 규정
에는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신규성 상실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disclosure"
용어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AIA 입법이력에 따르면, §102(a) 규정
에 따라 선행기술로 될 수 있는 발명자에 의한 개시는 또한 §102(b) 규정의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6)
(b) First-to-Disclose (First-to-Publish)
2007년 하원 개정안(PRA 2007; HR1908)은 AIA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2007
년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개정법안은 전통적인 FTF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First-to-Disclose Exception (PRA 2007 §102(b)(1) [AIA §102(b)(1)(B)])을 규
정한 것이라고 한다.127) 이는 발명자가 타인보다 먼저 공중에 개시한 경우에 선행기술
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중에 개시하면, 그 발명자의
개시와 발명자의 출원 사이에 중간의 선행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출원이 최
초 개시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지는 한,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보존할 수 있다.

AIA §102(b)(1)(B)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서 제외되는 개시(disclosure)는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개시된 것을 말한다: ① 발명자; ② 공동발명자; 또는 ③ 발명
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발명을 획득한 타인(deriver).

(c) Grace Period가 인정되는 "disclosure"의 범위
AIA §102(b)(1)(B) 예외 규정이 자명성의 목적으로 선행기술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
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즉, 타인의 개시를 선행기술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명자의
공중 개시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자의 공중 개시가 나중의 발
명자 출원의 클레임 발명을 완전히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지의 문제이다.

AIA §102(b)(1)(B) 규정의 "subject matter"는 발명자 등에 의하여 공중에 개시된 것
으로 한정된다는 입장에서 보면,128) FTD grace period는 발명자에 의하여 개시된 것과
123) H.R. Rep. No. 112-98, at 71 (2011).
124) AIA §103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notwithstand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invention would be obvious to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125)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475
126) See H.R. Rep. No. 112-98, 112th Cong., 1st Sess. 43 (June 1, 2011) (the grace period "will apply to all actions by
the patent owner during the year prior to filing that would otherwise create §102(a) prior art").
127) 2007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H.R. Rep. No. 110-314, at 57-5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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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subject matter의 경우에 선행기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129)
다시 말하면, 발명자의 공중개시와 출원일 사이에 있었던 타인의 중간 개시는 발명자가
최초로 공중에 개시한 것과 동일한 subject matter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발명자(A)가 자신의 발명을 공중에 개시한 후 다른 발명자(B)가 그 발명의 자명한 변형

(obvious variant)을 공중에 개시한다면 그 뒤에 출원을 한 발명자(A)는 §102(b)(1)(B)
grace period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A. 공중개시된 subject matter와 동일 범위로 한정된다는 견해
AIA의 법 조문으로는 subject matter의 자명한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130) 동일한 subject matter의 개시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2(b)(1)(B) 규정은 발명자의 최초 개시와 동일하게 개시된 중간의 개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동일하지 않으면서 자명한 변형인 중간의 개시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
한다.131) 물론, 타인이 그 자명한 변형에 대해 출원을 하더라도 그 출원발명은 발명자의
최초 개시에 근거하여 §103 규정에 따라 거절될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AIA §102(b)(1)(B) 규정은 자신의 발명이 개시된 후 타인에 의
한 짧은 기간의 유포나 재공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지만 자명한
변형이 추후 개시되면 §102(b)(1)(B) 규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공중에 개시한 발명자는 여전히 조속히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중에 개시하고 타인이 그에 대한 자명한 변형을 개발할 만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러한 추가 개발내용이 공중에 개시됨으로써 그 발명자는 결국 AIA

§102(b)(1)(B) grace period 보호를 받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2012년 7월에 발표된 USPTO의 규칙(안)에 따르면, grace period는 “단순하거나 자
명한 변형” (mere insubstantial changes, or only trivial or obvious variations)에 대해서는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32)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128)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p.482-485
129) H.R. Rep. No. 110-314, at 57 (2007).
130) 예컨대, AIA §100(j)에서 "claimed invention"을 "the subject matter defined by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for a patent."로 정의하는데, 여기서의 "subject matter"는 그에 대한 자명한 변형을 명백히 배제한다. 또한, AIA에
서 §103 규정을 개정하면서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를 "claimed invention" 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subject matter"를 "claimed invention"과 같은 것으로 놓은 것이다. 여기서, "claimed invention"은 그에 대한 자명한
변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131)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485.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PRA에서 FTD grace period 규정이 처음 나온 이래
4년 반 동안 의회에서 거의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32) 77 FR 43767 and 43769 (July 26, 2012)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First-Inventor-to-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ction: Request for comments) ("The exception in 35 U.S.C. 102(b)(1)(B)
applies if the "' subject matter' disclosed [in the prior art disclosure] had, before such [prior art]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 * *." Thus, the exception in 35 U.S.C. 102(b)(1)(B) requires that the
subject matter in the prior disclosure being relied upon under 35 U.S.C. 102(a) be the same "subject matter"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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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해석은 입법이력에 맞지 않으며 "First to Publish" 원칙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반박
이 제기되고 있다.

B. 공중개시된 subject matter에 자명한 변형도 포함된다는 견해
IPO는 USPTO의 규칙(안)에 대한 코멘트에서, 입법이력으로 볼 때 AIA의 grace
period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subject matter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133) 2011년 상원 논의에서, 발명자가 자신의 성과를 공중에 개시하는 것은
그 개시 후에 누구도 그 성과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명한 변형”에 대해서도
특허를 구할 수 없도록 금하는 것이라고 지적된 점을 들고 있다.134)

USPTO는 2012년 10월 11일, FITF규정에 관한 규칙(안)135)에 대한 코멘트의 접수
기한을 2012년 11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136) USPTO가 최종 규칙에서는

subject matter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before such prior art disclosure for the exception in 35 U.S.C.
102(b)(1)(B) to apply. Even if the only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in the prior art disclosure that is relied
upon under 35 U.S.C. 102(a) and the subject matter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before such prior art disclosure
are mere insubstantial changes, or only trivial or obvious variations, the exception under 35 U.S.C. 102(b)(1)(B) does
not apply. .... As discussed previously with respect to 35 U.S.C. 102(b)(1)(B), the exception in 35 U.S.C. 102(b)(2)(B)
requires that the subject matter in the prior disclosure being relied upon under 35 U.S.C. 102(a) be the same "subject
matter" as the subject matter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before such prior art disclosure for the exception in
35 U.S.C. 102(b)(2)(B) to apply. Even if the only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in the prior art disclosure that
is relied upon under 35 U.S.C. 102(a) and the subject matter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before such prior art
disclosure are mere insubstantial changes, or only trivial or obvious variations, the exception under 35 U.S.C.
102(b)(2)(B) does not apply.")
133) Richard F. Phillips, "Comments on Proposed Rules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First Inventor
to 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77 Fed. Reg. 43742 and 43759 (July 26, 2012)",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Oct. 5, 2012. pp.7-8
134) Senate Debate 157 Cong. Rec. S1204-S1213 (March 3, 2011) at 1208-1209 (statement by 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March 2, 2011, inserted into the record by Senator Kyl) (“발명자가 자신의 성과(work)를 공중에 개시
한 경우, 그 후에 경쟁자는 그 개시된 성과에 기초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발명

자가 먼저 공중에 개시하였던 것의 사소하거나 자명한 변형에 대해서 그 개시 후에 경쟁자가 특허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자가 그 자신이 발명자와 동일한 성과를 이루고 이를 비밀로 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발명자가 이미 공개한 것에 대해 특허를 구하는 경쟁자는 "interloping"(권리 침해)에 유
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발명자의 공개에 편승하려는 경쟁자는 자신의 성과를 즉시 개시한 발명자의
정당한 기대에 저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발명자는 자신이 개시한 성과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
어야 한다고 기대하며, 또는 자신의 성과를 개시한 후 나중에 특허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 발명자는 자신이
공중에 개시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놓아야 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S.23은 발명자의 개시 후에
적용되는 grace period를 규정하여, 발명자가 자신의 성과를 공표(publish)하였거나 기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interloping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발명자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즉, 발명을 공표하기로 선택한
발명자는, 그 공표 후에 있는 경쟁자의 출원에 의하여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 발명자가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하는 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S.23은 발명자의 공중 개시에 대한
1년 grace period라는 방탄을 설정하여 interloping을 다룸으로써 현행 미국법보다 발명자를 더 보호한다. 현행법에
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출원하기 전에 공중에 개시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한다면 자신의
개시가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FTI 시스템에서 1년 grace period는, 발명자의 공중 개시로부터 발명자
의 성과를 알고 난 다음 이에 대해 출원을 한 경쟁자는 발명자의 개시일 전으로 그 자신의 “발명일”을 주장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경쟁자가 신속히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발명자는 그 경쟁자의 등록특허를 대상
으로 저촉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S.23에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성과를 공중에 개시하는 것은 그 개시 후에 누구
도 그 성과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명한 변형에 대해서도 특허를 구할 수 없도록 금하는 것이다. 요약하
면, 경쟁자가 발명자의 공중 개시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하려는 동기로써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하게 해
결한 것이다.”)
135) 77 FR 43742 (July 26, 2012) & 77 FR 43759 (July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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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2.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 요건 및 그 예외
특허 시스템에서 "senior right"의 문제는 오랜 숙제로 남아 있다. 즉,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지만 당해 출원한 이후에 비로소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 타인의 개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AIA에서 "senior

right" 규정에 관하여 pre-AIA에 비하여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출원인이 보다 빠른
발명일을 입증함에 의해서는 더 이상 선출원을 선행기술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AIA §102(b)(2)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외를 규정한다:137) ① AIA

§102(b)(2)(A) 규정은 pre-AIA §102(e) 규정에서와 일관되게 마찬가지이다. ② AIA
§102(b)(2)(B) 규정은 AIA §102(b)(1)(B)의 grace period 규정과 마찬가지이다. ③ AIA
§102(b)(2)(C) 규정은 pre-AIA §103에 있던 "common ownership" 문제를 옮겨놓은 것이다.
AIA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기술 제외 요건을 보다 넓혔다: ① pre-AIA와는 달리,
AIA에서는 권리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자명성 뿐만 아니라 신규성 규정의 선행기
술로도 되지 않는다. ② pre-AIA에서는 권리자 동일 (common ownership) 요건이 “나중
발명의 시점”에서 존재하여야 하지만, AIA에서는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만
존재하면 된다.

(1) 선행기술 요건
AIA의 신규성 규정에서, 미국에서 다른 발명자를 기명한 특허나 출원이 특허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었고 그 출원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의 유효출원일을 갖는 경
우에, 그 클레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138) 선행기술로 될 수 있는 것은 미국 등록
특허, 미국 공개출원, 및 미국을 지정하고 (언어에 무관하게) 국제공개된 PCT 국제출원
이다.

AIA §102(a)(2)는 선행하는 미국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을 규정한 것으로 pre-AIA
§102(e)에 대응하는데, 그 판단기준일로서 당해 출원에 대하여 pre-AIA의 발명일이 AIA
에서는 유효출원일로 변경되고, 아울러 인용 출원 • 특허에 대하여 pre-AIA의 미국출원
일이 AIA에서는 유효출원일로 변경된다.139)140)

136) 77 FR 61735, "Changes and Examination Guidelines To Implement the First-Inventor-to-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Reopening of the Period for Comments", Oct. 11, 2012. (ACTION: Request for
comments; reopening of the comment period)
137) Donald S. Chisum,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nalysis and Cross-References", Dec. 5, 2011. p.26
138) AIA §102(a)(2)
139) Kevin E. Noonan, "What Are the Provisions of the Proposed "First-Inventor-to-File" System in S. 23?", March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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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Grace Period)
선행하는 출원 • 특허에 나타난 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사사항은 클레
임 발명에 대하여 AIA §102(a)(2)에 따른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141)

(A) 그 개시된 주제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되었던 경우; (B)
그 개시된 주제가, 그러한 주제가 §102(a)(2)에 따라 유효하게 출원되기 전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주제를 획득한
타인에 의하여 공공연히 개시되었던 경우, 또는 (C) 그 개시된 주제 및 그 클레임 발명
이, 그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142)
위에서, (A)는 선행하는 출원 • 특허의 내용이 발명자로부터 획득된 경우를 말하고,

(C)는 선출원과 당해 출원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발명자 동일” 및
“권리자 동일”의 경우의 예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B)는 선출원의 유효출원일 전
에 당해 출원의 발명자가 클레임 주제를 먼저 공지한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

(First-to-Publish)하는 것으로, 우리법은 물론 타국법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규정
이다.

3. 공동연구협약에 따른 공통의 권리자 요건
pre-AIA §103(c)(1) 규정은 AIA §102(b)(2)(C) 규정으로 옮겨 왔고, 공동연구 관련
규정은 AIA §102(c)로 옮겨 왔으며, AIA에는 CREAT 법과 관련한 “의도의 연속성”

(Continuity of Intent under the CREATE Act)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AIA §102(b)(2)(C)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시 주제 및 클레임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143) ①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유효한 공동연구협약의 1 이상의 당사자
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개시 주제가 개발되고 클레임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②
클레임 발명이 그 공동연구협약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활동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경우;

140) AIA §102(d)에서는 §102(a)(2)에 따라 미국의 출원 • 특허를 선행기술로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원 • 특허의
유효출원일(즉, 선행기술일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당해 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유효출원일 기준과
동일하다. 그로 인하여 pre-AIA의 35 U.S.C. §102(e) 선행기술 요건에서 Hilmer doctrine에 의한 미국출원과 조약우
선권주장 출원 간의 불평등이 제거되었다.
141) AIA §102(b)(2)
142) AIA §102(b)(2)(C) 규정의 "권리자 동일"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
면 클레임 발명이 동일인에게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AIA §102(c)): ① 공동연
구약정(joint research agreement)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유효하였고, 그 클레임 발명이 공동연구약정
의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것, ② 클레임 발명이 공동연구약정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활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졌을 것, 및 ③ 그 클레임 발명의 출원에서 공동연구약정의 당사자 이름을 개시할 것.
143) AIA §1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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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③ 클레임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동연구협약의 당사자의 이름을 개시하거나 그
렇게 보정된 경우. 여기서, “공동연구협약”이라 함은 클레임 발명 분야에서 실험이나 연
구를 수행한다는 2 이상의 자에 의한 계약을 의미한다.144)

AIA에서는 "Continuity of Intent under the CREATE Act"라는 제목으로, AIA §102(c)
는 CREAT 법에서 말하는 공동연구활동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규정된 것이며, CREAT
법의 입법이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145) CREAT 법
의 입법이력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중특허 원칙이 pre-AIA §103(c)에 따라 권
리자가 동일한 클레임 발명에 대해 적용됨을 보장하는 것이다.146)
그럼에도 불구하고, AIA는 CREAT 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다:147)

① CREAT 법의 §103 규정이 AIA에서는 §102 규정으로 옮겨졌는데, 이는 자명성 뿐만
아니라 신규성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② pre-AIA CREAT 법에서는148) “발명일 이전에
유효한 공동연구협약“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반하여 AIA에서는149) “클레임 발
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유효한 공동연구협약“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
다. 이로써, 제1 발명이 개시되었는데 그와 유사한 제2 발명을 개발한 경우, 제2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1 발명에 대해 공동연구협약을 맺는다면 제2 발명의 출원
에 대해 제1 발명의 개시를 선행기술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4) AIA §100(h)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145)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b)(2), 125 Stat. at 287.
146) See H.R. Rep. No. 108-425, at 6 (2004).
147) 2011년 3월 Senator Kyl은 CREAT 법에 대해 이루어진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였다: (The
present bill departs from earlier versions of the bill by giving the CREATE Act its own subsection and making several
clarifying and technical changes. In particular, the citation at the end of the chapeau is made more specific, and in
paragraph (1) the words "was developed" are added because subject matter is not always "made," but is always
"developed." Also in the same paragraph, the reference to "parties" is replaced with "1 or more parties", to further clarify
that not all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need have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prior art or making the
invention. Finally, as noted previously, the definition of "joint research agreement" is moved to section 100, which
contains other definitions relevant to CREATE. As section 2(b)(2) of this bill notes, these changes are made with the
same "intent" to promote joint-research activities that animated the CREATE Act. None of the changes in this legislation
alter the meaning of the original law.) 157 Cong. Rec. S1369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148) 35 U.S.C. §103(c)(2)(A).
149)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b)(1), § 102(c)(1), 125 Stat. at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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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자명성 요건
AIA의 자명성 규정도 FTF 시스템에 맞추어 그 판단시점이 “발명이 이루어진 때”
에서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으로 개정되었다.150) 따라서 클레임 발명이 그 유
효출원일 전에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자명하였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 한편,

pre-AIA §103에서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라고 규정되었는데, AIA에서는 "negated"가 "negatived"로 변경되었지만, 입법
이력상 실질적인 변경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151)

pre-AIA §103(b)는 “생물공학적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152) 이는 자명한
생명공학적 방법이지만 신규하고 비자명한 합성물을 사용하거나 그 합성물을 결과로
하는 생명공학적 방법에 대해 §103 규정을 과도하게 제한적인 적용을 시정하려고 도입
되었는데, 그간의 판례에 의하여153) AIA에서는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되었다. 그리고

pre-AIA §103(c)의 “선행기술 disqualifier” 규정은 AIA에서 §102 규정으로 옮겨 갔다.
Pre-AIA
35 U.S.C.§103
§103. “클레임발명당시”를기준으로자명성판단

AIA
Sec. 3, 125 Stat. at 285-87
§103.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을기준으로자명성판단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이적어
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35 U.S.C. 103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 103.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a) A patent may not be obtained though the invention is notwithstand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not identically disclosed or described as set forth in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ction 102 of this title,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invention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before the
are such that the subject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o a person having
been obviou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to a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said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subject matter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invention was made.
negativ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b)(1) Notwithstanding subsection (a), and upon timely

150) H.R. Rep. No. 112-98, 112th Cong., 1st Sess. 73 (June 1, 2011) ("?103 is amended consistent with moving to a
first-to-file system. Existing subsection (a) is amended slightly; subsection (b) is deleted because it is no longer needed;
subsection (c), which is the CREATE Act, has been moved to §102.")
151) See H.R. Rep. No. 112-98, 112th Cong., 1st Sess. 43 n.21 (June 1, 2011) ("The Committee does not intend a
substantive change by replacing the word ' negatived' in section 103 of title 35 with ' negated.' ")
152) Biotechnological Process Patents Act, Pub. L. No. 104-41, 109 Stat. 35152 (1995); 35 U.S.C. § 103(b).
153) See In re Brouwer, 77 F.3d 422, 425 (Fed. Cir. 1996); In re Ochiai, 71 F.3d 1565, 156970 (Fed. Cir. 1995); see
generally Kristin Connarn, Section 103(b): Obviously Unnecessary?, 5 J. High Tech. L. 287, 29699 (2005); Jeremy Zhe
Zhang, In Re Ochiai, In re Brouwer and the Biotechnology Process Patent Act of 1995: The End of the Durden Legacy?,
37 IDEA 405, 40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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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by the applicant for patent to proceed under
this subsection, a biotechnological process using or
resulting in a composition of matter that is novel under
section 102 and nonobvious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nonobvious if(A) claims to the process and the composition of
matter are contained in either the same application for
patent or in separate applications having the same
effective filing date; and
(B) the composition of matter, and the process at the
time it was invented,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2) A patent issued on a process under paragraph (1)(A) shall also contain the claims to the composition of
matter used in or made by that process, or
(B) shall, if such composition of matter is claimed in
another patent, be set to expire on the same date as
such other patent, notwithstanding section 154.
(3)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biotechnological process" means(A) a process of genetically altering or otherwise
inducing a single- or multi-celled organism to(i) express an exogenous nucleotide sequence,
(ii) inhibit, eliminate, augment, or alter expression of
an endogenous nucleotide sequence, or
(iii) express a specific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not
naturally associated with said organism;
(B) cell fusion procedures yielding a cell line that
expresses a specific protein, such as a monoclonal
antibody; and
(C) a method of using a product produced by a process
defined by subparagraph (A) or (B), or a combination
of subparagraphs (A) and (B).
(c)(1)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one or more of
subsections (e), (f), and (g) of section 102 of this title,
shall not preclude patentability under this section
where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at the time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2)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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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date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C)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3) For purposes of paragraph (2),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two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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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생절차 및 파생특허
1. 파생절차 (Derivation Proceedings)
현행 미국법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FTI)로서, 먼저 발명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IA는 현행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먼저 출원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1 당사자가 제2 당사자로부터 그 발명을 "derived"
한 경우에 제2 당사자가 파생(derivation) 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예외를 규정
한다.154)

AIA에서는 현행법상 발명일의 선후를 판단하는 35 U.S.C. §135 (Interferences) 규정
을 대신하여,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후출원의 발명자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derived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Derivation Proceedings" (파생절차)155)를 규정한다.156) 파생절차에
서, 제1 당사자가 제2 당사자로부터 그 발명을 파생(derived) 하였는지를 판단하며, 만일
그렇다면 제2 당사자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2 당사자는 제1
당사자보다 출원일이 늦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FITF 시스템에서는
제1 출원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발명을 파생한 것이 아니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IA에서 새로 도입된 파생절차는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되는데, AIA의 FITF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허출원 (즉,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유효출원일을 갖는 출원) 및
그러한 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적용된다.157) 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
하여 37 CFR part 42에 새로운 subpart E가 추가되었다.158)
파생절차는 현재 계속 중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파생절
차는 Board (PTAB)에서 수행되며,159) Board는 파생절차의 과정에서 야기된 특허성의 문
154) AIA §135
155) AIA에서 새로 도입된 "derivation proceeding"이라는 용어를 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혹자는 "모인절차"라고도
하는데 본서에서는 "파생절차"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156) AIA §6. 그에 따라, Board의 명칭도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변경된다.
157) USPTO는 FY 2013-2015년 동안 매년 약 50건의 파생절차 신청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 Number of Interferences Declared by FY (AIPLA, 2012 자료)
158) Changes To Implement Derivation Proceeding, 77 FR 56068 (Sept. 11, 2012)
159) AIA에서 저촉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Board의 명칭도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에서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변경되며, 적어도 3명의 administrative patent judges로 구성된 패널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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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룰 수 있다.160) 파생절차의 당사자가 “파생” 이외의 근거에 기초하여 상대방 특
허 클레임의 특허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inter partes review 또는

post-grant review를 개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Pre-AIA
35 U.S.C.§135
§135. interference proceedings.

AIA
Sec. 3, 125 Stat. at 288-90
§135. derivation proceeding
- 선출원클레임과동일한클레임의최초출원공개일로부터1년
이내에§135 petition 제출
- USPTO는출원이나특허에있는발명자의기명을정정할수
있음.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이적어
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35 U.S.C. 135 Interferences.
§ 135. Derivation proceedings
(a) Whenever an application is made for a patent which, in (a) INSTITUTION OF PROCEEDING.―An applicant for patent
the opinion of the Director, would interfere with any may file a peti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pending application, or with any unexpired patent, an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interference may be declared and the Director shall give finding that an inventor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derived
notice of such declaration to the applicants, or applicant the claimed invention from an inventor named in the petitioner’s
and patentee, as the case may be. The Board of Patent application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Appeals and Interferences shall determine questions of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Any such petition may be filed
priority of the inventions and may determine questions of only within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first
patentability. Any final decision, if adverse to the claim of publication of a claim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an applicant, shall constitute the final refusal by the Patent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earlier application’s claim to the
and Trademark Office of the claims involved, and the invention, shall be made under oath, and shall be supported by
Director may issue a patent to the applicant who is substantial evidence.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adjudged the prior inventor. A final judgment adverse to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patentee from which no appeal or other review has been or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can be taken or had shall constitute cancellation of the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The determination by the
claims involved in the patent, and notice of such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shall be final
cancellation shall be endorsed on copies of the patent and nonappealable.
distributed after such cancellation by the Patent and (b) DETERMINATION BY PATENT TRIAL AND APPEAL
Trademark Office.
BOARD.―In a derivation proceeding instituted under subsection
(b) (1) A claim which is the same as, or for the same or (a),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determine whether an
substantially the same subject matter as, a claim of an inventor nam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derived the claimed
issued patent may not be made in any application unless invention from an inventor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such a claim is made prior to one year from the date on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which the patent was granted.
invention was file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Patent Trial
(2) A claim which is the same as, or for the same or and Appeal Board may correct the naming of the inventor in any
substantially the same subject matter as, a claim of an application or patent at issue. The Director shall prescribe
application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of this title may regulations setting forth standards for the conduct of derivation
be made in an application filed after the application is proceedings, including requiring parties to provide sufficient

음을 수행한다: ① 출원인의 서면 Appeal에 대해 심사관 결정에 대한 재고, ② 재심사(IPR • EPR)에 대한 Appeal
재고, ③ Derivation 절차의 수행, ④ PGR 및 IPRev의 수행, ⑤ BM 특허에 대한 과도기적 PGR 절차(BMR)의 수행.
PTAB는 Director, Deputy Director, Commissioner for Patents, Commissioner for Trademarks, 및 administrative patent
judges로 구성된다.
160) 37 CFR 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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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y if the claim is made before 1 year after the evidence to prove and rebut a claim of derivation.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published.
(c) DEFERRAL OF DECISION.―The Patent Trial and Appeal
(c) 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between parties to an Board may defer action on a petition for a derivation proceeding
interference, including any col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erein,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the on which the Director issues a patent that includes the claimed
termination of the interference, shall be in writing and a inven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petition. The Patent Trial and
true copy thereof fil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ppeal Board also may defer action on a petition for a derivation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interference as between the proceeding, or stay the proceeding after it has been instituted,
said parties to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If any party until the termination of a proceeding under chapter 30, 31, or 32
filing the same so requests, the copy shall be kept separate involving the patent of the earlier applicant.
from the file of the interference, and made available only to (d) EFFECT OF FINAL DECISION.―The final decision of the
Government agencies on written request, or to any person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if adverse to claims in an
on a showing of good cause. Failure to file the copy of such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constitute the final refusal by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render permanently Office on those claims. The final decision of the Patent Trial and
unenforceable such agreement or understanding and any Appeal Board, if adverse to claims in a patent, shall, if no appeal
patent of such parties involved in the interference or any or other review of the decision has been or can be taken or had,
patent subsequently issued on any application of such constitute cancellation of those claims, and notice of such
parties so involved. The Director may, however, on a cancellation shall be endorsed on copies of the patent distributed
showing of good cause for failure to file within the time after such cancellation.
prescribed, permit the filing of the agreement or (e) SETTLEMENT.―Parties to a proceeding instituted under
understanding during the six-month period subsequent to subsection (a) may terminate the proceeding by filing a written
the termination of the interference as between the parties to statement reflect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s to the correct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inventors of the claimed invention in dispute. Unless the Patent
The Dire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parties or their attorneys Trial and Appeal Board finds the agreement to be inconsistent
of record, a reasonable time prior to said termination, of the with the evidence of record, if any, it shall take action consistent
filing requirement of this section. If the Director gives such with the agreement. Any written settlement or understanding of
notice at a later time, irrespective of the right to file such the parties shall be filed with the Director. At the request of a
agreement or understanding within the six-month period on party to the proceeding,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be
a showing of good cause, the parties may file such treated as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kept separate
agreement or understanding within sixty days of the receipt from the file of the involved patents or applications, and shall be
of such notice.
made available only to Government agencies on written request,
Any discretionary action of the Director under this or to any person on a showing of good cause.
subsection shall be reviewable under section 10 of the (f) ARBITRATION.―Parties to a proceeding instituted unde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bsection (a) may, within such time as may be specified by the
(d) Parties to a patent interference, within such time as may Director by regulation, determine such contest or any aspect
be specified by the Director by regulation, may determine thereof by arbitration. Such arbit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uch contest or any aspect thereof by arbitration. Such provisions of title 9, to the extent such title is not inconsistent with
arbit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itle 9 to this section. The parties shall give notice of any arbitration award
the extent such title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section. to the Director, and such award shall,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The parties shall give notice of any arbitration award to the arbitration, be dispositive of the issues to which it relates. The
Director, and such award shall, as between the parties to arbitration award shall be unenforceable until such notice is given.
the arbitration, be dispositive of the issues to which it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preclude the Director from
relates.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unenforceable until determining the patentability of the claimed inventions involved
such notice is given.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in the proceeding.
preclude the Director from determining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involved in th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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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절차의 신청 및 개시161)
특허출원인은 USPTO에 파생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신청서
는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파
생하였고, 아무런 권원 없이 그러한 발명을 클레임한 선출원이 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는 선출원(derived application)의 최초 공개일
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출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하여 뒷
받침되어야 한다. Director는 신청서가 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 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파생절차의 개시 여부에 관한 Director의 결
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항소할 수 없다.

(a) 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
특허출원인은 파생절차의 개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62) 파생절차의
목적으로, 재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로서가 아니라) “출원인”으로 보며, 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가 아니라) “출원”으로 본다.163)
파생절차에서 신청인(petitioner)이라 함은 선출원에 기명된 다른 당사자가 신청인
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파생하여 권원 없이 그 선출원을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한 출원인을 의미한다.164)
특허권자가 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특허에 대한 재등록 출원을 제출
한 다음 그 출원인으로서 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165) 한편, 특허권자는 35 U.S.C.

§291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당해 특허로 귀결된 출원과 관련된 계속출원
에서 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b) 신청서 제출 시기
파생절차의 신청은 파생된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바의 선출원 클레임과 동일하거
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클레임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 기간 이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166) 즉, 해당 선출원 (즉, 피신청인(respondent)의 출원)의 “클레임”
에 대한 최초 공개가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67) 여기서, “최초 공개” (first

publication)라 함은 특허공고 또는 35 U.S.C. §122(b) 규정의 출원공개를 의미하며, 미국
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포함한다.168) 한편, USPTO PAIR 시스템을 통하여 공

AIA §135(a)
37 CFR 42.402
37 CFR 42.401
37 CFR 42.401
37 CFR 42.401. 파생절차에서의 “출원인”에는 재등록 출원인을 포함한다.
37 CFR 42.403
예를 들어, 최초 공개일이 2014년 1월 7일이면 그 신청기한일은 2015년 1월 8일이다. 한편, 1년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 일요일 • 국가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로 1년 기간이 종료된다.
168) 37 CFR 42.401
161)
162)
163)
164)
165)
16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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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클레임(예: 공개출원에서 제시된 신규 클레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35

U.S.C. §122(b) 규정의 출원공개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최초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다.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한 WIPO의 국제공개는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35

U.S.C. §122(b) 규정의 출원공개로 간주되므로,169)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
공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최초 공개에 해당된다.
가령 선출원의 출원공개 시에는 최초 출원 당시의 클레임이 공개되었고, 그 후 최
초 클레임과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클레임으로 특허등록된 경우라면, 그 신규 클
레임의 최초 공개일은 특허등록일로 된다. 즉, 그 신규 클레임의 최초 공개일은 최초
출원 클레임의 출원공개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공개출원에 신규 클레임이 들어갔던
날도 아니다. 한편, 계속출원에서 최초로 공개된 파생 클레임이 있는 경우 (그 모출원의
공개에서 그러한 클레임이 없었으면) 그 계속출원의 최초 공개일이 1년 기간의 기산일
로 된다.

(c) 신청서의 내용 요건
A. 신청의 근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170) ① 37 CFR 42.402 (신청인
요건) & 37 CFR 42.403 (제출시기 요건) 요건의 준수에 대한 증명, ② (i) 피신청인의
클레임 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ii) 피신청인에게 개시된 발명과 동일
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을 신청인이 가지고 있음을 소명.
신청인은 자신 출원의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이 피신청인의 클레임 발명과 그리고
자신 출원의 발명자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
일함을,171) 다시 말하면 피신청인의 클레임이 신청인의 클레임에 의하여 예견되거나 그
에 비하여 자명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B. 증거 등
신청인은 37 CFR 42.8 & 42.22 요건에 더하여, ① 신청인이 파생절차를 구하는 출
원이나 특허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클레임 발명이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발명을 획득한 발명자는 선출원에서 그러한 발명
을 클레임할 권한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③ 그 파생된 발명에 대한 피신청
인의 각 클레임에 대해, (i) 그 클레임 발명이 피신청인 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거
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소명하고, (ii) 그 클레임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석 대상의 클레임이 "means (step) + function" 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클레임의 해석은 각 클레임 기능에 대응하는 구조, 재료나 동작을 설명하는 명세서

169) 35 U.S.C. §374
170) 37 CFR 42.405(a)
171) 37 CFR 42.401.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은 "특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patentably indistinct)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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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여야 한다.172)
발명의 파생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는 파생절차가 개시되어 완료된 후에 결정
된다. 다만, 파생절차 신청서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파생절차 개시기준
을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173) 이는 실체적 요건이 결여된 채 고비용의 절차가 개
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AIA에서는 Director에게 파생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면서, 그 규칙에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파생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데 충분한 증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174) 이것은 피신청인(accused deriver)으로
하여금 파생 주장에 대해 반증(rebut)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75)

C. 소명의 충분성
파생에 대한 소명은 실질적인 증거(예: 파생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파생된
발명에 관한 전달(communication) 및 권원의 결여를 다룬 affidavit)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충분치 않다. 전달에 관한 소명은 확증되어야 한다.176) “파생”에는 이를 주장하
는 자에 의한 보다 빠른 착상(conception) 뿐만 아니라 그 착상의 전달(communication)까
지도 요한다. 따라서 파생절차 신청에 이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다.177)
파생절차의 성질상 Board는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
절차의 착수 시부터 “확증”을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이 신빙성 있는 증거(증언)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이는 실체적 요건이 결여된 채 고비용의 절차가 개시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생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발명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언이 제출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발명의 전달 및 권원의 결여”를 다룬 affidavit을 제출하는 것은 최소 요건이지만

172) 37 CFR 42.405(b)
173) AIA §135(a)
174) AIA §135(b) 마지막 문장. 이 규정은 2011년 6월 하원에서 추가되었다. 157 Cong. Rec. H4490 (daily ed. June 23,
2011).
175) 발명자가 타인A에게 자신의 발명을 개시하고, 타인A는 이를 타인B에게 설명하고, 타인B는 타인C에게 그 발명
을 개시하고, 타인C가 그 발명에 대해 출원을 하였다. 발명자는 타인B와 C에게는 직접 발명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개시에 관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위 ②에서 추가된 규정으로 인하여 파생자로 하여금 파생 주장에 대해 “반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파생자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76) 37 CFR 42.405(c)
177) 예로써, 진정한 발명자 A가 발명을 한 다음 이를 B에게 개시하였다. B는 A의 발명 내용을 공개하였고 특허출원
을 하지는 않았다. C는 B가 공개한 내용을 보고 이를 출원하였으며, A는 C의 출원일 후이면서 A가 B에게 개시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발명에 대해 출원하였다. 공중 코멘트에 의하면, 이 경우에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의 정보 흐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아닌 B 및 당사자인 C에 관한 discovery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USPTO는 “A의 발명에 대한 B의 공개는 C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어 C 출원 클레
임은 거절될 것이다. C 출원이 B에 의한 공개로 허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B에 관한 discovery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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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 파생절차의 개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Board는 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
함에 있어서 모든 증거에 관하여 그 실체 및 신빙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확증의
형식이 반드시 affidavit이나 서면 통지서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Board는 확증의 충분성
을 평가하는데 "rule of reason"을 적용할 것이다.

(d) 신청서의 송달
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해당 선출원이나 특허의 기록상 주소

(correspondence address)로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78) 신청인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피신청인의 다른 주소로 이를 부가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전
자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송달은 Express Mail 로 이루어질 수 있다.179)
본 규칙에는 영업비밀과 같은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특히, 신청서
와 함께 비밀정보를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비밀정보에 관한 보호명령

(proposed protective order)으로 봉인(seal)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바,180) 신청인은
봉인된 비밀정보를 송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그 보호명령의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또
는 Board의 승인을 득함으로써만 그 봉인된 비밀정보를 그 절차 개시 전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절차 개시 신청서가 거절된 후 또는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은 후, 당사자
는 비밀정보를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181)

(e) 신청서의 제출일 부여 요건
파생절차 신청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그 제출일이 부여된다:182)

① 37 CFR 42.404 (수수료)183) & 42.405 (신청서 내용) 요건의 준수, 및 ②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송달. 신청서가 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제출일이 부여되지 않으며,

Board는 그 흠결을 통지한다. 신청서의 흠결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또는 파생절차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한의 종료일 중에 빠른 날 이내에 신청서의 흠결이 정정
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각하된다. Board는 파생절차 신청에 대해 그 제출일이 부여되
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것이다.
파생절차 신청서에 대해 제출일이 부여되면, 일반적으로 USPTO는 신청인의 클레
임이, 그 파생 클레임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허여상태로 되는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가 완료될 때까지 파생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것이다.
가령 파생절차 신청서에 흠결이 있더라도, Board가 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
하는데 또는 피신청인이 반박서를 제출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흠결인

178)
179)
180)
181)
182)
183)

37
37
37
37
37
37

CFR
CFR
CFR
CFR
CFR
CFR

42.406(a)
42.406(b)
42.55
42.56
42.407
42.404.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신청서에 대한 제출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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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제출일이 부여될 것이다. Board가 사소한 누락이나 오류를 받
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oard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
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f) 파생절차의 개시
행정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은 Director를 대신하여 파생절차를 개시한
다.184) 신청인은 파생절차에 특허나 출원의 추가를 제안할 수 있다. 그 제안에는 37

CFR 42.405에서 요구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최초의 신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를 설명하여야 한다,185)
파생절차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각 당사자의 클
레임이 당해 파생 논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제를 클레임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의 클레임이 허여상태로 되지 않으면 통상적
으로 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파생절차가 개시되어서
는 안 된다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은 개별 사실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Board는 파생절차 신청이 그 개시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
다 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각 상황은 그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신청서의 내용 요건은 피신청인이 출원인이고 클레임을 보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2) Board 결정186)
파생절차에서, Board는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
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파생하였는지 및 그 발명을 클레임한 선출원이 아무런 권원 없이
출원되었는지를 결정한다.187) 파생절차에서 Board는 파생 • 권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
고 발명자의 이름을 정정할 수도 있다.188) 따라서 Board는 관련 출원이나 특허에 있는
클레임에 관하여 정확한 발명자를 판단하는 결정(split decision)을 먼저 내릴 수도 있다.

(a) 결정의 연기189)
Board는 신청의 대상이 된 클레임 발명에 관하여 특허로 등록된 날 후 3개월까지
파생절차 신청에 대한 조치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Board는 선출원의 특허와 관련한

184) 37 CFR 42.408(a)
185) 37 CFR 42.408(b)
186) AIA §135(b)
187) PTAB는 적절한 상황에서, 계쟁 중인 출원이나 특허에 있는 발명자의 기명을 정정할 수 있다.
188) PTAB가 당해 출원이나 특허에 있는 발명자의 이름을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은 2011년 6월 하원에서 추가되었다
(157 Cong. Rec. H4448 (daily ed. June 22, 2011)) 이는, PTAB가 클레임 발명이 파생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출원의
발명자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출원에 대해 진정한 발명자를 기명함으로써 그 자에게 그 출원
및 보다 빠른 유효출원일을 효과적으로 돌려줄 수 있다.
189) AIA §1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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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Parte Reexamination, Inter Partes Review, Post-Grant Review" 절차의 종료 시까지 파
생절차 신청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거나 그 신청이 개시된 후의 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
다.

(b) 최종 결정의 효과190)
파생절차의 종료 후 당해 출원을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절차는 ex parte 심판에 대
한 종전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Board의 최종 결정은 그 절차와 관련된 출원이나
특허의 파일로 들어간다. 그 결정이 출원에 있는 클레임에 불리한 것인 경우, USPTO는
최종적으로 그 클레임을 거절한다. Board 결정이 특허에 있는 클레임에 불리한 것인 경
우, 그 결정에 대한 항소나 다른 재고가 취해지지 않았으면, 그 클레임은 삭제되고 그
삭제에 관한 고지가 그 삭제 후에 배포되는 특허의 사본에 기재될 것이다.

(c) Board 기록의 공중 이용성
일반적으로, Board 결정은 공중에게 개방된 파일에 있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승인
없이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191) 특별한 상황에서 Board 결정이 공개될 수 없는 경우
라 하더라도 그 특별한 상황이 그 공개를 정당화하고, 아울러 결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그 결정이 영업비밀이나 비밀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그 공개를 거절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결
정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192)
또한, 달리 공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은 특허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Board
절차의 기록은 공중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Board 절차에서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관
련 파일이 37 CFR 1.11에 따라 공중에게 공개되거나 관련 출원이 37 CFR 1.211-1.221에
따라 공개되면 Board 절차의 기록은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193)

(3) 화해 및 중재
파생절차의 당사자들은 화해로 또는 중재에 의하여 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화해
파생절차의 당사자들은, 다툼이 된 클레임 발명의 올바른 발명자로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반영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절차를 화해로 종료할 수 있다.194) Board는
그 합의가 기록상 증거와 일관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합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IA §135(e)에 따른 합의나 양해는 37 CFR 42.74 규정의 목적상 화해로 본다.195)
190)
191)
192)
193)
194)
195)

AIA §135(d)
37 CFR 42.412(a)(1)
37 CFR 42.412(a)(2)
37 CFR 42.412(b)
AIA §135(e)
37 CFR 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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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는 사업비밀정보로 취급되며, 해당 출원이나 특허의 파일과는 별도로 보관된
다.196)

(b) 중재
파생절차의 당사자들은 소정 기간 내에 중재에 의하여 당해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U.S.C. Title 9 (연방중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197) 당사자들은 어떠한 논점

(issue)에 대해서든 그 판단을 위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Board
는 특허성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198)

Board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중재를 위한 기간을 설정한다:199) ① 중재가
U.S.C. Title 9에 따라 수행될 것임; ② 당사자들이 그들의 중재 의사를 서면으로 Board
로 통지함; ③ 중재 합의가 (i) 서면으로, (ii) 중재 대상의 논점을 명시하고, (iii) 중재자를
기명하거나 또는 중재자의 선정에 대해 중재 합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자를
규정하고, (iv) 중재자의 판정(award)이 당사자들을 구속할 것이며 그에 대한 판단

(judgement)이 Board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v) 합의문의 사본이 그
서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되고, (vi) 그 중재가 Board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
될 것임을 제시함.
당사자들은 중재자의 선정 및 중재의 수행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200) Board는 중
재에서 해결하지 못한 논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201)

Board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중재 판정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다:202) ① 중재판정이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② 서면으로 작성되며, ③ 중재 대상의 논
점 및 그에 대한 처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④ 판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는 경
우.
중재 판정이 Board로 제출되면, 그 당사자들은 그 판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203) 중재 판정이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처분적인

(dispositive) 것이면, Board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204)

196) 37 CFR 42.74 규정은 이 요건에 부합하는데, "good cause"가 입증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신청에 관한 개별 사안에
따르지만, Board의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러한 신청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
197) AIA §135(f)
198) 37 CFR 42.410(a)
199) 37 CFR 42.410(b)
200) 37 CFR 42.410(c)
201) 37 CFR 42.410(d)
202) 37 CFR 42.410(e)
203) 37 CFR 42.410(a)
204) 37 CFR 42.410(f)

- 50 -

(4) 파생절차에서 발명자의 정정
파생절차에서, 선출원의 발명자에 후출원의 발명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선출원의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으며, 파생절차
신청인이 선출원에 대한 35 U.S.C. §120에 따른 이익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출원에
있는 발명자의 정정 청구는 37 CFR 42.22에 따른 신청(motion)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은 37 CFR 1.48(a)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05) 마찬가지로, 특허에 있는 발명자
의 정정 청구는 37 CFR 42.22에 따른 신청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은 37 CFR

1.324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06) 선출원의 이익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는 37 CFR
42.22에 따라 보정하기 위한 신청(motion)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37 CFR 1.78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는 37

CFR 1.48(i), 1.324(d), 42.22에 규정되어 있다. 파생절차에서 Board는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클레임 발명을 파생하였는지를 판단한
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Board가 관련 출원이나 특허에 발명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Board는 그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예: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클레임 발명의
발명자를 정정하는데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따라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USPTO는 각 사안의 특정 사실관계(예: 그 절차에서의 기록이 당사자들의 결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 출원이나 특허의 발명자에 관한 당사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클레임의 발명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Board는 그
합의가 증거나 기록에 부합하는 지와 같은 그 사안의 특정 사실관계에 따라 그 관련
클레임의 정확한 발명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2. 파생특허 (Derived patents)
AIA에서는, pre-AIA §291 "Interfering patents" 규정이 "Derived patents"로 전면 개정
된다. 특허권자는 동일한 발명을 클레임하면서 보다 빠른 유효출원일을 갖는 다른 특허
의 권리자에 대하여, 자신 특허의 클레임 발명의 발명자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207) 이 소송은, 파생된 것임을 주장하는 특허의 등
록일로부터 1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208)

AIA §291 소송은 USPTO에서 AIA §135 파생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안
205)
206)
207)
208)

37 CFR 1.48(i)
37 CFR 1.324(d)
AIA §291(a)
AIA §2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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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AIA §291 소송은 타인(deriver)의 특허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소송은 “특허권자”(owner of a patent)에 의해서만 제기할 수 있
다. 만일 발명을 파생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이 아직 등록되지 않으면 AIA §291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특허의 등록 시점 간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AIA §291 소송을 이용할 수 없다.
Pre-AIA
35 U.S.C.§291
§291. 저촉특허에관한민사소송규정

AIA
Sec. 3, 125 Stat. at 288-90
§291. 파생특허에관한민사소송규정
적용대상: 2013.3.16. 이후의유효출원일을갖는클레임이적어
도하나가있는출원및특허

35 U.S.C. 291 Interfering patents.
§ 291. Derived Patents
The owner of an interfering patent may have relief against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the owner of another by civil action, and the court may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adjudge the question of validity of any of the interfering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patents, in whole or in part.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paragraph of section 146 of this title shall apply to actions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brought under this section.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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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효일 및 그 적용기준
출원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에 대한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이후
이면 그 “출원”에 대해서는 AIA의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16일 전에 출원된 한국출원에 기초하여 그 이후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출원
을 하는 경우, 그 미국출원의 클레임에 대한 유효출원인이 모두 우선일로 인정되면 AIA
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미국출원을 하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클레임한 경우

(일부우선), 그 추가된 클레임의 유효출원일은 미국출원일로 되므로, 이 출원에 대해서
는 AIA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예에서, 미국출원을 하면서 추가된 신규사항에 관하여
미국출원 시에 클레임하지 않았다면 AIA가 적용되지 않고 pre-AIA가 적용되지만, 그 출
원의 심사과정에서 그에 관한 클레임을 추가하면 그 때부터는 그 출원에 대해 AIA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선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전이고, 그에 기초한 CA출원(또는 DA출원도 마찬가
지)이 그 이후인 경우, CA출원 클레임의 유효출원일은 선출원일로 되므로 CA출원에 대
해서는 AIA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CIP출원으로서 신규사항에 대해 클레임하
고 있으면, 그 CIP출원에 대해서는 AIA가 적용된다.
임시출원에 기초한 정규출원의 경우, 임시출원에 따른 국내우선권이 인정되지 않
는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이 있으면, 정규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적용법이 결정된다. 따
라서 2013년 3월 16일 전의 유효출원일(예컨대, 조약우선일 • 국내우선일)을 가지면서
그 이후에 제출된 미국출원의 경우 pre-AI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미국출원에
신규사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미국출원에 대해서는 AIA가 적
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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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법 경과 및 찬반 논의
미국에서 선출원주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1966년 대통령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Patent System)에서 미국 특허시스템에 관한 34가지의 개정 권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출원주의가 포함된 데서 시작된다. 그 권고안은 PTO에 의하여 지지
를 받았고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209) 기업체와 법률단체의 광범위한 반대로 무산되었
다. 반대자들은 선발명주의가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대기업과 소기업 모
두에게 혁신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보다 원천적으로 공평한 시스템
이라고 주장하였다.210)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특허법 통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논란이 되었으며, AIA에서 이를 채
택하기에 이르렀다.

1. 입법 경과
(1) 선출원주의 도입 취지
2007년의 하원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선발명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미국 특
허시스템을 FTF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211)

(a) 선발명주의의 문제점
선발명주의 하에서는 발명일과 최초 발명자를 따지는 사안에서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i) 첫 번째는 선행기술에 관한 것이다. 당해 발명이 이미 선행기술이거나 그로부
터 자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만일 USPTO의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선행기술이 당
해 미국출원일 전 1년 이내의 것이라면(즉, pre-AIA §102(b) 선행기술은 아니면서

§102(a) 또는 §102(e)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선행기술 일자 보다 먼저
발명을 착상하고 실제화 하였음을 증명하여 그 선행기술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swearing back" 이라고 부르는데, 발명자로 하여금 먼저 발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발명자는 발명에 이르도록 한 모든 활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ii) 동일한 발명의 클레임이 둘 이상의 출원에 있는 경우, 특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209) S. 1691, 90th Cong., 1st Sess. (1967); H.R. 5924, 90th Cong., 1st Sess. (1967).
210) V.J. DeBari,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 A Proposed Solution to the United States' First-to-File
Debate", 1995, 16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p.692
211) House Report 110-314, PATENT REFORM ACT OF 2007, 110TH CONGRESS 1st Session.
<http://thomas.loc.gov/cgi-bin/cpquery/T?&report=hr314&dbname=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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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라고 하는 행정절차에서 발명의 최초 착상을 입증한 발명자에게 부여된다.
이 절차는 최초의 발명자로 하여금 자신이 최초로 발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지만,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FTI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원
인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실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FTF 시스템에서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일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의 발명
자라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일 전에 당해
출원의 발명을 개시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다. FTF 시스템은 보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b) FTF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i) 통계적으로도 저촉절차는 0.1%도 안 되는 출원에 대해 적용되어 실제로 FTI 시
스템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ii)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추진하는데, 발명의 우선순위에 관
한 기본 원칙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있어
서, 미국이 FTF 시스템을 채택하였을 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iii) 특허 통일화(patent harmonization)는 미국 발명자의 오랜 관심사항인데, 미국
발명자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보다 쉬워질 것이다. 국제적 거래
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특허보호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과 같이 특허법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부여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미
국과 타국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들이 미국 특허시스템을 FTF 시스템으로 변경하는데 합리적인 근거
로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1년의 발명자 grace

period를 유지하면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개시한 것과 같은 한정된 상황에서 발명
자의 우선권을 보존하는) First-to-Publish와 같은 선행기술에 대한 중요한 예외규정을 두
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grace period 및 선행기술에 대한 예외 규정은, FTF 시스템으
로 변경되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준비가 되기 전에 덜 성숙된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거나 발명에 대한 최초 개시(disclosure)의 방식이 통상적으로 (특
허출원이 아니라) 공표(publication)를 통할 수 밖에 없는 분야의 발명자가 불이익을 받
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그 발명을 도용한 부정한 자가 먼저
출원하여 생기는 문제를 우려하는데,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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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절차를 창설하여, 발명을 도용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2) AIA 102(a): FTF의 도입에 관한 논의212)
AIA의 FTF 시스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상원 및 2011년 6월 하원
에서 그 채택 여부에 관한 논쟁이 심하였다.

(a) 2011년 3월의 상원 논의
2011년 3월 1일부터 상원에서 FTF 시스템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213) Senators
Coons & Klobuchar는 FTF 시스템이 보다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저촉절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Senator Kyl은 FTF 시스템 하에서 임시출원을 통하여 보다 빠른
유효출원일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Senator Leahy는 FTF
시스템이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미국 회사가 외국에서 자신의 발명을 보호
받는데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Senator Feinstein은 FTF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FTF 규정
은 pre-AIA에서 인정된 판매나 공용에 대한 grace period를 박탈하는 것이며, 신속한 출
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dead end" 발명에 관한 과출원(over-filing)을 초래할 것이며, 임
시출원도 소발명자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214) FTF 시스템은 발명을 복제(모
방)한 자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및 파생절차가 그러한 복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흡한
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15) Senator Barbara Boxer (Feinstein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또한 개정법안은 grace period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enators Orrin Hatch & Amy Klobuchar는 FTF 시스템에 대해 우호적으로 발언하였
고, Senator Klobuchar는 FTF 시스템에 대해 많은 기업과 발명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3월 2일, Senator Kyl은 Feinstein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주요 특허법 관련 기관들216)
도 FTF 시스템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는 Feinstein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FTF 시스템은 grace period를 약화시
킬 수 있다는 소기업과 개인 발명자의 우려를 전하였다.

212)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p.453-466
213) See 157 Cong. Rec. S103037 (daily ed. Mar. 1, 2011).
214) 157 Cong. Rec. S1089 (daily ed. Mar. 2, 2011) at S1093-95 (statement of Sen. Feinstein).
215) Senator Feinstein의 반대 의견은 Gun Owners of America, conservative activist Phyllis Schlafly, former U.S. Attorney
General Edwin Meese, and the Christian Coalition 등을 포함하여 23개 기관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216) American Bar Association' s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t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and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56 -

3월 3일, Senator Kyl은 Feinstein 개정안에 반대하면서,217) FTF 시스템의 채택은 특
허제도를 단순화하고 소송비용을 줄이려는 본 법안 목표의 핵심이므로 FTF 규정을 삭
제하면 본 법안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PGR의 경우 FTI 시스템 하에서

USPTO로 하여금 발명일 문제를 discovery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Senator Leahy는 FTF 시스템에 찬성하면서, 미국이 타국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함으
로써 미국 기업에 대해 혼란과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소발명자는 저촉절차에서 결코 우
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Senator James E. Risch는 Feinstein 개정안에 찬성하
면서,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 (fairness issue)라고 주장하였다. 즉, 발명을 창안한 자가
그 창안에 대한 이익을 가져야 하며, “가장 빨리 신발 끈을 맨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enator Feinstein은 FTF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서,
매년 약 480,000 건의 출원 중에서 단지 약 50 여건의 저촉절차만이 개시됨을 들었다.
그런 다음 상원은 FTF 규정을 삭제한 Feinstein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으며, 결
국 87:13 으로 부결되었다.218) 이러한 결과는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일방적인
것이었다.

(b) 2011년 6월의 하원 논의
House of Representatives는 2011년 3월 30일 AIA 법안 (HR 1249)을 제안하였고, 4월
14일 하원법사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보고(report)하였으며,219) 4월 22일과 23일에 floor
에서 그 법안이 논의되었다.220) 하원 법안의 FTF 규정은 상원 법안의 것과 동일한 것이
었다.
하원에서의 주된 쟁점은 FTF 시스템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에 관한 것이었는데,

FTF 시스템은 최초로 발명을 한 발명자가 아니라 USPTO로의 출원 경주에서 이긴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었다. 즉, 발명을
처음으로 착안한 자만이, 가령 자신의 발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그 뒤에 독자
적으로 그 발명을 착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의 목적상 “발명자”라는 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헌법상 “발명자”라는 단어의 해석은 이미 오래 전에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850년의 Gayler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것에 대한 최초
의 발명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타인이 보다 일찍 그와 동일한
발명을 하여 사용하였지만 이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발명을 공중에 개시
하지도 않았었다. 대법원은 “발명자라는 용어의 문언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특허권
자는 분명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반드시 최초의 발

217)
218)
219)
220)

157
157
See
See

Cong. Rec. S1174-75 (daily ed. Mar. 3, 2011).
Cong. Rec. S1174-75, at S1183 (daily ed. Mar. 3, 2011).
H.R. Rep. No. 112-98, at 58 (2011).
157 Cong. Rec. H442051 (daily ed. June 22, 2011); id. at H4481500 (daily ed. June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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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221)
하원의 합헌성 논의 과정에서, Representatives Lamar Smith & Bob Goodlatte는, 종
전의 미국 특허법 체제도 FTF 시스템과 유사하고 그 합헌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222)

6월 23일, Representative Jim Sensenbrenner에 의하여 제시된, AIA에서 FTF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이 검토되었는데, 그 개정안 찬성론자는 임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역
시 소발명자에게는 비용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며, FTF 시스템은 보다 넓은 선사용권
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Sensenbrenner 개정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129:295 로 부결되었다.

(c) 2011년 9월의 상원 논의
상원에서 2011년 9월에 하원 통과 법안을 심사할 때까지223) FTF 시스템의 반대론
자는 그 싸움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도 아무도 FTF 규정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지 않았다.

9월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Senator Kyl은 FTF 원칙의 채택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현행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설명한 다음 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비
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4) 또한, 발명자는 “비정형적이고 저비용의 임시
출원”을 이용하여 유효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임시출원은 정부문서로서 일
반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타인이 그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때 그 특허의 유효출원일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9월의 상원 토의에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으며, 2011년 9월 8일 상원은 89:9 투표
로 AIA의 하원 법안을 통과시켰다.225)

(3) AIA 102(b): Grace Period에 관한 논의226)
AIA §102(b) grace period에 관한 의회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Senator Kyl은
221) Gayler v. Wilder, 51 U.S. (10 How.) at 496-97 (1850). ("[T]he party who invents is not strictly speaking the first
and original inventor. The law assumes that the improvement may have been known and used before his discovery.
Yet his patent is valid if he discovered it by the efforts of his own genius, and believed himself to be the original
inventor. . . . [By providing that a patent is invalid if the invention was known or used by others,] the legislature meant
knowledge and use exist[s in] a manner accessible to the public. . . . [If a prior invention is never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it would be the same thing as if the improvement had never been discovered. It is the inventor here
that brings it to them, and places it in their possession. And as he does this by the effort of his own genius, the law
regards him as the first and original inventor, and protects his patent, although the improvement had in fact been
invented before, and used by others.")
222) See 157 Cong. Rec. H442022 (daily ed. June 22, 2011).
223) See 157 Cong. Rec. S5319 (daily ed. Sept. 6, 2011).
224) 157 Cong. Rec. S5319 at S5320 (daily ed. Sept. 6, 2011).
225) See 157 Cong. Rec. S5442 (daily ed. Sept. 8, 2011).
226)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p.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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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b)(1)(B) grace period를 논하면서, 이를 "First to Publish rule"을 창설한 것이라고 언
급하면서, 나중의 개시자가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획득한 것인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중간의 개시는 선행기술로부터 제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27)
상원과 하원의 개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pre-AIA grace period에 비
하여 이를 보다 더 좁히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228) 예를 들어, pre-AIA grace period에
서 판매에의 제공 또는 공용 사용은 제외시켜야 한다 라거나, 판매나 라이센스 협상과
같은 상업적 활동을 커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이다. 한편, Representative Zoe Lofgren는

2011년 6월 하원에서 "disclosure"에 대한 §102(b) grace period가 “영업비밀 및 공개되지
않은 판매에의 제공”과 같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1년 9월 하원에서 통과된 AIA를 상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Senator Kyl은
§102(a)(1) 선행기술은 공중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비밀행위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AIA의 선행기술에 관한 정의가 grace period의 보호보다 더
넓다고 보는 해석은 매우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229)
이하에서, AIA의 grace period 규정이 개정된 경과를 살펴본다.230)

(a) PRA 2005
2005년 6월 1일, 하원에 제출된 HR 2795 법안에서, grace period는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공중 개시(간행물과 같은 public disclosure)가 발명자에 의한 것이거나 발명자로
부터 유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밖에 없었다. 특히, 대학 공동체 등은, 발명자의 공중
개시 후에 있는 제3자 행위에 관하여 발명자의 보호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grace period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 102(a)(1)(B) of H.R. 2795
§102 ... (a)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A)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227) 157 Cong. Rec. S1369 (daily ed. Mar. 8, 2011).
228) 157 Cong. Rec. S1094 (daily ed. Mar. 2, 2011)
229) "Why would Congress create a grace period that allows an invention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worl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sold and used around the world, for up to a year, to be withdrawn from the public domain and patented, but not
allow an inventor to patent an invention that, by definition, has not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uch an interpretation of
section 102 simply makes no sense, and should be rejected for that reason alone." [See 157 Cong. Rec. S5431 (daily ed. Sept. 8,
2011)]
230) Marty Simpson, "Comm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n Changes to Implement the First Inventor to 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77 Fed. Reg 43742 (July 26, 2012);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First Inventor to File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77 Fed. Reg. 43759
(July 26,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Oct.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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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emphasis added)

(b) PRA 2007
그래서 2007년 하원의 HR 1908 법안에서는 “발명을 개시한 발명자” (publishing

inventor)에 대해 나중의 제3자 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 102(b) of H.R. 1908
§ 102 … (a)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
(b) EXCEPTIONS (1) PRIOR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based upon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B) of subsection (a)(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that subparagraph if the subject matter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ERIVATION, PRIOR DISCLOSURE,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had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or pat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2) was
effectively filed or ... (emphasis added)

HR 1908 법안에서 발명자 보호를 위한 두 규정이 있는데, §102(b)(1)은 제3자의 공
지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102(b)(2)(B)는 제3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다.

AIA 조문이 HR 1908 법안과는 그 문구가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두 부분의 조문
구조 및 "subject mat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부터 publishing inventor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선택으로 하원에 의하여 채택된 것
이다.231)
231) 특히, 하원은 하원보고서 110-314에서 ”First-to-Publish"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e Committee has
found persuasive the above reasons to move the United States patent system to a first-inventor-to-file system. As such,
the legislation gives priority, in most cases, to the first inventor to file an application for patent on an invention, thus
bringing United States patent system into conformity with the practices of the rest of the world. In order to fully
implement this new system, changes are made to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rior art. Additionally, to facilitate an easy
transition to a first-inventor-to-file system, the 1-year inventor' s grace period is maintained and important exceptions to
prior art are established, such as a first-to-publish rule that preserves an inventor' s priority of application in limited
circumstances where he publicly discloses his invention. The grace period and exceptions to prior art will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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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1908 법안은 2007년 하원을 통과하였는데, 그간 이에 관한 논의는 발명자의 비
특허 공개(non-patent publication; 즉, 특허출원을 하기 전의 공중 공개를 의미함)가 PTO
에 대한 “임시출원”의 제출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로 인하여,

publishing inventor가 PTO로 출원하기 전에 그 중간의 제3자 행위에 대해 (제3자의 공표,
또는 제3자의 특허출원에도 불문하고)그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232) 다시
말하면, 가령 발명자가 자신의 공중개시일에 “임시출원”을 하였다면, 그 뒤에 제3자의
공지나 출원이 있더라도 그 발명자의 유효출원일이 앞서므로 제3자의 공지나 출원은
선행기술로 될 수 없는데, 발명자의 앞선 공중개시에 대해 임시출원에서와 같은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c) AIA
최종 AIA에서는 HR 1908에서와 마찬가지로, §102(b)(1)(B)은 제3자의 공지행위로
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102(b)(2)(B)는 제3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
다.233)

① AIA §102(b)(1)(B) 규정에 의하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중 개시하면, 타인
에 의한 추후의 개시는, 그것이 발명자로부터 획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의 출원
보다 나중에 제출된) 그 발명자의 미국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 AIA §102(b)(2)(B) 규정도 마찬가지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개시하면, 그 뒤
에 타인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은, 타인의 출원이 발명자의 개시내용으로부터 획득한 것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출원 보다 늦게 제출된 발명자의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
기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중에 개시한 경우, 1
년의 grace period 동안 타인의 추후 개시나 출원은 발명자의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발명을 개시한 자에게 미국 특허권
을 보장하려는 "First to Publish" 원칙을 창설하는 것이다.
§ 102 of AIA
(a) ...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address any lingering concerns that a first-inventor-to-file system will force inventors to patent their inventions before
they are ready for patenting, or disadvantage inventors whose first regular means of disclosure is through publication.
(emphasis added)
232) 이것은 grace period 논의에서, 특히 대학 공동체에게는 중요한 점이었다. 2007년 10월 15일,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AU)는 개정 법안이 학구적인 간행 및 출원 전의 소통(communication)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3) Senate Debate 157 Cong. Rec. S1360-S1394 (March 8, 2011) at 1369. Senator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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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ISCLOSURES APPEARING IN APPLICATIONS AND PATENTS.- A disclosure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if (A)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subject matter wa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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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5 U.S.C. 102 (신규성) 규정의 개정 경과
35 U.S.C.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PRA 2005 (HR 2795)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 (A)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LIMITATION ON PRIOR ART. (1) COMMONLY ASSIGNED INVENTION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2) JOINT RESEARCH AGREEMENT EXCEPTION. (A)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to a claimed invention if (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i) the subject matter was developed and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iii)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B) DEFINITION. -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two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3) REASONABLE AND EFFECTIVE ACCESSIBILITY REQUIREMENT. (A) IN GENERAL. - Subject matter is publicly know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a)(1) only when (i) it becomes reasonably and effectively accessible through its use, sale, or disclosure by other means; or
(ii) it is embodied in or otherwise inherent in subject matter that has become reasonably and effectively accessible.
(B) REASONABLE AND EFFECTIVE ACCESSIBILITY. -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i) subject matter is reasonably accessible if persons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subject matter pertains are
able to gain access to the subject matter by without resort to undue efforts; and
(ii) subject matter is effectively accessible if persons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subject matter pertains are
able to comprehend the content of the subject matter without resort to undue efforts.
(4)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 -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one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06 (S3818)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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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
(A) more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f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otherwise publicly known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a patent;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LIMITATION ON PRIOR ART. (1) DERIVATION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2) GRACE PERIOD. - Subject matter disclosed in the prior art less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shall not preclude the patenting of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 or section 103 if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prior to the date the subject matter becomes prior art pursuant to section 102(b), i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 inventor of the claimed subject matter or the
applicant.
(3)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 -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07 (HR1908PCS)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 use, or on sale (A)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one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PRIOR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based
upon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B) of subsection (a)(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that
subparagraph if the subject matter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ERIVATION, PRIOR DISCLOSURE,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had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or
pat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2) was effectively filed; or
(C)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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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INT RESEARCH AGREEMENT EXCEPTION. (A) IN GENERAL. - Subject matter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f (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iii)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B)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two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4)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one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07 (S1145RS)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A) more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PRIOR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based
upon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B) of subsection (a)(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that
subparagraph if the subject matter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ERIVATION, PRIOR DISCLOSURE,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had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patent set forth under subsection (a)(2); or
(C)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3) JOINT RESEARCH AGREEMENT EXCEPTION. (A) IN GENERAL. - Subject matter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f (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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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iii)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B)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4)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 -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09 (HR 1260)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A) more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PRIOR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based
upon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B) of subsection (a)(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that
subparagraph if the subject matter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ERIVATION, PRIOR DISCLOSURE,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had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patent set forth under subsection (a)(2); or
(C)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3) JOINT RESEARCH AGREEMENT EXCEPTION. (A) IN GENERAL. - Subject matter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f (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iii)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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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4)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 -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11 (HR1249EH)
(a) NOVELTY PRIOR ART. -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if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A) more than 1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ther than through disclosures made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y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PRIOR INVENTOR DISCLOSURE EXCEPTION. -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based
upon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B) of subsection (a)(1)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that
subparagraph if the subject matter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ERIVATION, PRIOR DISCLOSURE, AND COMMON ASSIGNMENT EXCEPTIONS..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a)(2)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if (A) the subject matter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had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others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patent set forth under subsection (a)(2); or
(C)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3) JOINT RESEARCH AGREEMENT EXCEPTION. (A) IN GENERAL. - Subject matter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f (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i)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iii)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B)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4)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LY FILED. -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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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PRA 2011 (S.23)
(a) NOVELTY; PRIOR ART. -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ISCLOSURES APPEARING IN APPLICATIONS AND PATENTS. - A disclosure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if (A)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subject matter wa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C)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c) COMMON OWNERSHIP UNDER JOINT RESEARCH AGREEMENTS. - Subject matter disclosed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b)(2)(C) if (1)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developed and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1 or more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2)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3)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d)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 AS PRIOR ART. -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such patent or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effectively filed,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1) if paragraph (2) does not apply, as of the actual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2)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AIA §2011 (2011.9.16)
(a) NOVELTY PRIOR ART. -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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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2) 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2) DISCLOSURES APPEARING IN APPLICATIONS AND PATENTS. - A disclosure shall not be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if (A)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subject matter was effectively filed under subsection (a)(2),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C)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nd the claimed invention, not later than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er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c) COMMON OWNERSHIP UNDER JOINT RESEARCH AGREEMENTS. - Subject matter disclosed and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b)(2)(C) if (1)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was developed and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by, or on behalf of, 1 or more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that was in effect on o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2) the claimed invention was made as a result of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and
(3)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claimed invention discloses or is amended to disclos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d)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 AS PRIOR ART. -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prior art to a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2), such patent or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effectively filed, with respect to any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patent or
application (1) if paragraph (2) does not apply, as of the actual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2) if the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is entitled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claim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based upon 1 or more prior filed applications
for patent, as of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such application that describes the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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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반 논의
미국은 1790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
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지지했
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발명가와 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쳐왔다.234) 미국
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보다 강한 논의는 1990년 국제지식재
산기구(WIPO)가 특허법 통일화 작업을 통해 조약의 기본 초안을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0년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회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등 비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대상 확대를 조건으로 선발명주
의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SPLT 회의에서도
선출원주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선발명주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해 온 주된 논거는 공평성

(fairness)의 문제에 기인하며,235) 선발명주의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발명자
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가하고 있다.236) 아울러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은 대기업의
경우 특허전문가를 통한 특허출원ㆍ관리를 할 수 있지만 개인ㆍ중소기업의 경우 열악
한 환경 때문에 특허를 통한 경쟁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또한 선출원주의는 성급한 출원을 유도하여 발명의 질을 약화시키고 발명내용에 대
한 충분한 개시(disclosure)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방어를
위한 특허가 양산되면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들은 선출원주의란 발명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단지 행정적 편의를 위한 대안으
로써 고안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특허법 구조를 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특
허법의 영역에서 절차적인 측면은 파리조약과 PCT가 존재하고, 선발명주의에서 발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저촉절차의 주된 이용은 기업 발명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및
저촉절차의 복잡성, 시간ㆍ비용의 과다 소요,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허에 대해 독점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발
명에 대한 공개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발명일이 앞설 뿐 출원이나 공개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독점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되
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PRA 법안이 제안되면서, 찬성론자는 선출원주의의 채택으로 출원절차를 간소화하
234) 이하의 내용은, "이은경, 미국의 선발명주의 언제 포기할 것인가?“ (R&D특허센터 뉴스레터 제6호, 2009.12.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35) "The Advisory Commission on Patent Reform- A Report to Secretary of Commerce"(1992)
236)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은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유한한 기간 동안 보장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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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 특허법이 타국법과 보다 통일화될 것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저촉절차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USPTO Director Kappos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
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체 특허출원의 단지 0.01%에 불과하여 현재
실무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237) 그러나 반대론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1) 국제적 통일화 관련
반대론자는 AIA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부분적인 통일화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238) ① 특허 유효성이나 침해문제에서 주된 논점
은 특허가 커버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인 "클레임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법에
따른 클레임 해석 과정은 다른 나라와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 통일화의 이
점은 매우 작다. ② 법률이 동일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각 국가별로 풀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EPC가 EU 각국법 간의 차이를 상당히 좁혔지만 여전히 EU 각국의 대리인
으로부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반대론자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WIPO에서 타국과 1년 grace period와 관
련하여 미국과 같게 되도록 협상하면서, 그 협상의 trade-off로서 미국은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는데, 미국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양보를 한다면 미국은 타국으로
부터 grace period 규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239)240)

237) David Kappos, "Putting the USPTO to Work for Independent Inventors", Nov 10, 2009.
<http://www.uspto.gov/blog/director/entry/director_s_forum_david_kappos>
238)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_Invents_Act>
239)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_Invents_Act>
240) 특허실체법조약(SPLT)(안)에서는, ① 유예기간을 12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로 할 것인지의 여부, ② 출
원시 신규성의제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③ 제3자 선사용자의 권리를 어떤 정도로 명확하게 할 것인
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특허청, 「한 •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1. 107면. 참조).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An item of prior art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claimed invention, in so far as that item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tem of prior art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 [and should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2) [Invoking Grace Period]
[Alternative A] The effects of paragraph (1) may be invoked at any time.[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submit a declaration invoking the effect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End of Alternative B]
(3) ["Inventor"]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nventor" also means any person who, at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had the right to th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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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필요한 출원 건수의 증가
반대론자는, FTF 시스템 하에서는 서둘러 출원을 하다보면 쓸모없는 발명에 대해
출원이 늘게 될 것이며,241) 미국의 출원건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USPTO의 심사부
담이 증가될 것임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 영화 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5년에 걸쳐 100개의 아이디어가 개발되었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 그 중 10여개만 실
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는데, 선발명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발명일 입증으로 우선순위
를 앞당길 수 있지만, 새로운 법체계에서는 유효출원일이 등록요건 판단기준이 됨과 아
울러 자신의 출원일 전에 타인의 공지가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242) 따라서
특허청에 신속히 출원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하여, 특허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발명이
다수 출원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러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선출원주
의 하에서는 다수 발명 가운데 실제 reduction to practice를 통한 검증을 거쳐 어느 발명
이 가치있고 중요한 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선별된 발명만으로 출
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USPTO에서 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근 20년 동안 2배로 늘
었는데, 선출원주의를 취한다면 출원 건수가 증가되어 USPTO의 심사부담은 보다 증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243)

(3) Derivation 입증의 어려움
반대론자는 AIA가 현행법상 1년당 약 50건의 저촉사건(년간 출원 건수의 0.01%)

(4) [Third Party Rights]
[Alternative A] A person who in good faith had,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item of prior art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under paragraph (1) and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used the claimed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his business or started effective and serious preparations for such use shall have the right to start or continue
to use the invention for that purpose. The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used where the person performed
any acts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an infringement under the applicable law.[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No provision in the Treaty and the Regulations. The Practice Guidelines would clarify that the issues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remain a matter for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End of
Alternative B]
241) Lauder, Gary, "Venture Capital - The Buck Stops Where?", 2010. (현행 미국법에서는 미국 발명자는 상당히 강력한
1년의 grace period를 누리고 있다. 발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한 뒤 특허를 추진하기 전에 이를 구체화하
고 테스트한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발명들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출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
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grace period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당해 출원일 전의 1년 이내에 제3자
에 의한 개시가 있는 경우 발명자는 제3자의 개시가 발명자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derivation"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발명자는 grace period가 없는 것처럼 처신할 것이다.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서둘러 출원을 한다면 비용

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것에 대해 특허를 추진하고 어떤 것을 희생하여야 할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고, 가치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상실하고 반면 쓸모없는 발명에 대해 출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ttp://journals.lww.com/medinnovbusiness/Fulltext/2010/06010/Venture_Capital___The_Buck_Stops_Where_.4.aspx>
242) Steve Perlman, "Why ' First-to-Invent' Is Essential for America' s Unique Process of Invention (Feinstein-Risch
Amendment Striking ' First-Inventor-to-File' from S.23 is Critical)", March 1, 2011.
243) Lauder, Gary, "Venture Capital - The Buck Stops Where?", 2010.
<http://journals.lww.com/medinnovbusiness/Fulltext/2010/06010/Venture_Capital___The_Buck_Stops_Where_.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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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것을 미지수의 derivation 절차와 derivation 입증으로 대체하였다고 지적하면
서, derivation 절차의 목적은 타출원인(피고)이 자신(원고)으로부터 발명을 derived

(copied) 하였음을 USPTO에 증명하는 것인데, derivation 증거는 발명일보다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가 주장하기를,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인식
하지 못하였으며,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하여 발명이 도용당한 경우 진정한 발명자는 이
를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선발명주의에서와는 달리) 도용자가 승
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244) 이와 같이, AIA의 "derivation"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
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한다.245)

(4) 선출원주의 규정의 위헌성 논의
헌법에 따르면 특허는 “발명자”에게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그 권한을 인정
하는 바,246) AIA의 선출원주의 규정은 헌법의 일반적인 의미 및 그에 관한 역사적인
해석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247) “헌법 제정 당시,
발명자라는 용어는 ‘새로운 어떤 것을 산출한 자;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어떤 것을 고안
한 자’라고 정의되었다.248) 더욱이, 1790년 특허법 제정 당시, 하원은 외국의 발명에 관
한 "first importer"에 대해, 그 자는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므로 특허받을 권리를
확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249) 즉, 1790년 특허법은 이전에 알려졌거나 사용되지 않
았던 유용한 기술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다.250) 이와 같은 미국 FTI 요건은 1793년, 1836년, 1870년 및 1952년 국회에서 제정된
모든 특허법에서 채택되어 왔던 것이다. 대법원 판사들도 ‘헌법과 법률은 발명 당시에
발명자에게 특허로 구현되는 원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설시하였다.”251)

244)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_Invents_Act>
245) House Committee hearing에서, Prof. Burk는 FTFT 시스템으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국회는 그러한 개정을 하기 전에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Orlando Lopez, "Senate' s version
of Patent Reform Bill of 2011: Comments on the day after", March 14, 2011
<http://www.obvipat.com/2011/03/senate%E2%80%99s-version-of-patent-reform-bill-of-2011-comments-on-the-day-after/>
246) U.S. Const., Art. I, § 8, Cl. 8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he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헌법 규정상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회는 그러한 발명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Michael A. Glenn & Peter J. Nagle, "Article I and
The First Inventor To File: Patent Reform rr Doublespeak?", 50 IDEA 441 (2010), Volume 50- Number 3. p.441)
<http://law.unh.edu/assets/pdf/idea-vol50-no3-glenn-nagle.pdf>
247) Dale B. Halling, "Unconstitutionality of "First-Inventor-to-File" Provision in H.R. 1249", 28 June 2011.
<http://www.capitalismmagazine.com/law/6504-unconstitutionality-of-first-inventor-to-file-provision-in-h-r-1249.html>
248) Samuel Johnson,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6th ed. 1785). 위 Halling의 인터넷 자료에서 재인용.
249) 그 당시 영국은 "first importer"에게 특허를 부여하였는데, 미국법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250) Patent Act of 1790, §1, 1 Stat. at 109-110.
251) Evans v. Jordan, 8 F. Cas. 872, 873 (C.C.D. Va. 1813) (No. 4,564). 미국 특허법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Justice Joseph Story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No person is entitled to a patent under the act of congress unless
he has invented some new and useful art,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not known or used before."
Bedford v. Hunt, 3 F. Cas. 37, 37 (C.C.D. Mass. 1817) (No. 1,217). 위 Halling의 인터넷 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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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규정(AIA Sec. 2)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헌법상 규정의 “발명자”
라는 단어의 의미가 특허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회의 정책적 재량으로 남겨두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헌법 규정을 국회에 적용하는 명확한 원칙일 수는 없다
는 것이다. 한편, AIA Sec. 2 규정의 지지자들은 최초 발명자의 “발명 후의 행위”

(post-invention activities), 예를 들어 발명의 공용, 포기, 은폐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경우를 특허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헌법이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최초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선
언한 것이지, 그 발명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최초 발명자가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만 함
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와 법원은 최초 발명자의 발명 후의 행위가 특허받을 권
리의 포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소기업에 불리
반대론자는 선출원주의가 소기업에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찬성론자의 주장은 대
기업과 소기업의 특허시스템의 차이 및 사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발명자는 사내 자체적으로서 R&D, 제조 및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252) 자원이 많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253) AIA는 소기업이나 독립 발명
자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캐나다의 사례를 들면서, 선출원주의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개인 발명가의 특허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특허
소유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왜곡될 것임을 우려한다.254)255)
이와 관련하여, AIA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선발명
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회로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56) ②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자에 대한 출원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SPTO
252)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고안이 완료된 발명의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을 실시하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수행
할 있는 역량이 존재하므로, 외부 투자자 또는 시장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
는 것이다.
253) Lauder, Gary, "Venture Capital - The Buck Stops Where?", 2010.
<http://journals.lww.com/medinnovbusiness/Fulltext/2010/06010/Venture_Capital___The_Buck_Stops_Where_.4.aspx>
254) Shih-Tse Lo, Dhanoos Sutthiphisal, "Does it Matter Who Has the Right to Patent: First-to-Invent or First-to-File?
Lessons from Canada", April 2009, NBER Working Paper No. w14926. (캐나다는 1989년에 FTI에서 FTF로 전환하였
는데, 국내 산업에 상당한 "역효과"를 경험하였으며, 특허 소유자의 구조가 독립 발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벗어
나 대기업으로 왜곡되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FTF 제도를 채택하는 이점에 의심이 든다.)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394833#%23>
255) 1989년 근방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개인발명가의 특허등록 비율을 분석해 보면, 캐나다에서 개인발명가의 비율
이 1989년 이전의 10.7%에서 그 후 7.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에 미국의 경우 개인발명가의
비율은 17.4%에서 16.5%로 약간 낮아졌다고 한다. (Ian Ayres, "Will First-to-File Hurt Small Inventors?",
Freakonomics, 2011.09.20.)
<http://www.freakonomics.com/2011/09/20/will-first-to-file-hurt-small-inventors/>
256) AIA Sec.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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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특허 옴브즈만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257) ③ USPTO는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특허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의 출원, 유지 및
집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법 제정일로부터 120일 내에 그
연구보고서(아래 “참고” 참조)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58) ④ USPTO는 재정적 자원
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
다.259)

참고: USPTO 보고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적 특허보호
AIA는 USPTO의 Director로 하여금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문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해 국제적 특허보호를 지
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구하였다. USPTO와 SBA에게, 회전자금 loan
프로그램 또는 grant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대해 국제특허의 출원 • 유지 • 행사에 드는
비용 지출에 도움을 주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USPTO는 2012년 1월 “중소
기업에 대한 국제적 특허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60)
1. 사실관계(Findings)
미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해외출원이 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주로 경
제적 문제이며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유동성 압박에 기인한다. 국제특허 비용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한정된 자원에 비추어 상당한 비용이다. 미
국은 국적이나 사업지에 무관하게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자에게 출원료 • 유지료의 감면
을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출원인에게만 혜택을 주기도 한다.261)

(1) 미국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으며 고도기술 분야
에 한정되어 있다.262)

중소기업은 미국출원의 약 ⅓을 차지하는데, 통계조사에 따르면,263) 창업 후 6년
이내에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중소기업의 약 2.5% 만이 특허활동(출
원, 등록, 매입을 포함)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도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 이지만 그 분야에서의 특허활동 비율은 약 8.0%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특허활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하다.264)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활동이 고도기
술 기업에 중요하고 우수한 경제적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265) 또한,
2008년에 고도기술분야의 초기 기업에 대하여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바이오기술과 의료
장치 창업기업에서는 특허활동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며, 벤처자금 펀딩과 관련하여 특
허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90%를 넘었다.266) 더욱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257) AIA Sec. 28
258) AIA Sec. 31
259) AIA Se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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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기술 관련 창업기업들 간에도 특허활동이 드물지 않았다. 많은 창업가들이 특
허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 초기의 특허활동과 자금조달이 회사의 성공
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67)

(3) 국제화 전략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업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268)

점차 증가하는 경제 세계화에서, 국제화 전략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럼으로써 제조활동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는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69)

(4) 외국에서의 특허보호는 세계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270)

경제학자들은 잘 발달된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특히 혁신기업에 대해 성공적인 세
계화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271) 경제적 관점에서 특허권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특허보호를 추구하면 그로 인하여 나중에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
는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72)

(5)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보다 낮
은 수준이다.273)

2003년의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보고서에 의하면,274)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비하여, 기술분야와 무관하게, 해외에서의 특허보호가 보다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특허활동이 기업의 성공, 고용이나 이익 창출과 상관관계
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코멘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국제적으로 특허보호를 구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들었고,275) 외국으로
출원할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276)
(6) 국제적 특허 비용은 실질적인 문제이다.277)

미국과 외국의 특허비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각국에서 중소기업에 적용
되는 관납료 기준은 그 비교가 가능하다. 미국 특허청은 Small Entity에게 50%의 감면을
제공하며, AIA에서는 Micro Entity에 대해서도 75%의 감면을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주
요 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미국보다 비싼 출원료 및 연차료(유지료)를 요구한
다.278)279)
2003년에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국 기업이 4개국(일본, 캐나다, 한국, EPO)
에서 특허보호를 구하는데에 번역료를 포함하여 약 16-32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7) 특허활동 비용은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에 발생되며 그 자금조달이 어렵
다.280)

기업의 초기에 특허보호를 추구하여야 하고 또한 장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투자
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에 관한 기술적 •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마련 사이클 및 초기 특허 라이프사이클 간의 관계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창업기업들 중에 3-5년 내에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은 거의 일부만인데, 이러한 성
장기업은 전체 미국 회사의 1% 미만이지만 매년 10%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
체 고용성장율의 40% 이상으로 공헌한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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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혁신 중소기업이 특허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창업 기업이
현금 압박을 받고 있을 그 때 일련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허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허 획득에 드는 비용은 평균 약 4만 달러이며,282) 기술의 복잡성, 심판
등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283)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추진하는 경우 그
몇 배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국제적 특허비용이 드는 시기는 초기단계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과의 관계에서 중
요하다.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현금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 특허활동은 기업 초기에 요구되지만 특허활동으로 인한 회수는 불확실하므로 특허
에 큰 비중을 두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한다면 이는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중소기업의 특허 획득을 지원함에 있어서, 외국은 미국과는 크게 다른
방안을 취하고 있다.284)

미국 정부는 1982년 이래로 Small Entity에 대해 관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
며,285) 미국 출원인과 외국 출원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이와 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로서, 캐나
다의 경우 50명 미만 기업과 대학교에 대해 50%의 감면을 적용하고, 멕시코의 경우 개
인, 소기업, 비영리기관에 대해 50%의 감면을 적용한다. 일본과 한국도 그러한 감면 혜
택이 있지만, 그 혜택이 외국 출원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PO와 SIPO는 감면제도가
아예 없다. 한편,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9) USPTO가 중소기업의 국제적 특허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관하
여 합의점을 확인하였다.286)

(a) 미국 정부는 외국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외교와 통일화에 참
여하여야 한다.
(b) 미국 정부는 외국 특허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c) 미국 정부는 외국 특허활동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추구하여야 한다.
(10) USPTO는 loan 프로그램 및 grant 프로그램에 관한 입장을 제시한
다.287)

USPTO는 소기업의 국제적 특허활동 지원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한
다. 그러나 특허 보조금(subsidy) 프로그램이 loan 또는 grant로서 구성되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을 수혜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다.
현재까지 loan과 grant의 효율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는 바,
USPTO는 현재 이런 목적으로 연방자금의 사용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grant 또는 loan의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결여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권고사항(Recommendations)
사실조사에 의하면, 미국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지만
고도기술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경쟁적 우세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 77 -

미국 중소기업은 국제적 특허보로를 추진하는데 높은 비용에 부딪히고 있다. 외국에서
는 자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이 여기에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외국 특허활동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외국 특허출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특허시스템 통일화에 미국 정부가 참가하여야 한다는데 전폭적으로 지
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최적의 국제특
허전략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 자금
을 지원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 바, 회전자금 loan 프로그램 또는 grant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적당한지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288)

USPTO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289)
1. 미국 정부는 외국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외교와 통일화에 참가하여
야 한다.
2. USPTO와 BNA는 미국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IP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USPTO와 SBA는 국제적으로 특허보호를 받고자 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노력을 지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여야 한다.
4. USPTO와 BNA는 중소기업에 의한 국제적 특허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에
관한 추가의 연구를 수행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60) USPTO, "International Patent Protections For Small Businesses", Report to Congress, Jan, 2012.
261) USPTO, 위 보고서. pp.6-7
262) USPTO, 위 보고서. pp.7-8
263) Alicia Robb & E.J. Reedy, An Overview of the Kauffman Firm Survey: Results from 2009 Business Activities (Apr.
5, 2011).
264) USPTO, 위 보고서. pp.8-9
265) See Christian Helmers & Mark Rogers, Does Patenting Help High-tech Start-ups?, 40 RES. POL' Y 1016 (2011)
(finding UK firms obtaining patents in the early 2000s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growth in total assets over the
following five years), and Ronald J. Mann & Thomas W. Sager, Patents, Venture Capital, and Software Start-ups, 36
RES. POL' Y 193 (2007) (finding that U.S. venture-backed software firms holding patents in the late 1990s showed better
later performance in venture capital financing based on total investment, how the firm exited, and how long the firm
survived.
266) See Stuart J.H. Graham et al,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the Patent System: Results of the 2008 Berkeley
Patent Survey, 24 BERKELEY TECH. L.J. 255 (2009).
267) Ronald J. Mann & Thomas W. Sager, Patents, Venture Capital, and Software Start-ups, 36 RES. POL' Y 193 (2007);
David H. Hsu & Rosemarie H. Ziedonis, Strategic Factor Markets and the Financing of Technology Startups: When
Do Patents Matter More As Signaling Devices? (June 2011),
available at http://wwwmanagement. wharton.upenn.edu/hsu/inc/doc/papers/david-hsu-signaling.pdf.
268) USPTO, 위 보고서. p.9
269) Exec. Order No. 13,534, 75 Fed. Reg. 12,433 (Mar. 11, 2010)
270) USPTO, 위 보고서. p.10
271) See, e.g., Zoltan J. Acs et al,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 Policy Perspective,
9 SMALL BUS. ECON. 7 (1997)
272) See, e.g., Ariel Pakes, Patents as Options: Some Estimates of the Value of Holding European Patent Stocks, 54
ECONOMETRICA 755 (1986)
273) USPTO, 위 보고서. pp.12-14
274) Mary Ellen Mogee, Foreign Patenting Behavior of Small and Large Firms: An Update, Report to the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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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under Contract No. SBAHQ-01-M-0357 (2003),
available at http://archive.sba.gov/advo/research/rs228_tot.pdf
275) Comments of Christopher Paler ("International patents are expensive, and small businesses have other competing
priorities for their capital. . . .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patent rights, translation costs, annuity
fees, and foreign professional fees represent significant expenses and act as barriers that often prevent small businesses
from applying for foreign patents.")
276) Comments of Bio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For example, a biotech company that files a U.S. patent application
today (and a PCT application one year from now) has only 30 months to decide whether to abandon the application
if it wants to avoid the cost of entering the national stage in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30 months may be enough
in some other industries, but in biotech that' s too soon for an informed decision. Including translation costs, the
aggregate expense of entering the national stage in Japan, Korea, Europe, Australia, and the NAFTA countries can easily
exceed $100,000; if the BRIC countries are added, costs can double.")
277) USPTO, 위 보고서. pp.16-17
278) 클레임 23개인 출원에 대한 출원 관납료의 비교(Jan. 13, 2012 기준).
- EPO: preliminary fees €105 ($134 in 2010), €1,105 search fee ($1,510 in 2010), €1,785 international search fee
($2274 in 2010), €1,480 examination fee ($1,885 in 2010), 전체 €2010 ($5,803). 이는 미국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관납료의 10배 이상이다.
- JPO: filing fee Y4,000 ($262 in 2010), examination fee Y118,000 ($1,292 in 2010) + Y4,000 per patent claim ($44
in 2010). 전체 $2,561.
279) 클레임 23개인 경우 연차료 • 등록료의 비교
EPO: annual fee €420 a year beginning at year three, €525 at year four, €735 at year five, €945 at year six,
€1,050 at year seven, €1,155 at year eight, €1,260 at year nine, and €1,420 at years ten and greater.
JPO: annual renewal fees Y2,300 + 200 per claim for years 1-3, Y7,100 + 500 per claim for years 4-6, Y21,400
+ plus 1,700 per claim for years 7-9, and Y61,600 + 4,800 per claim for year 10 and greater.
SIPO: annual maintenance fees RMB1,200 per year for years 4-6, RMB2,000 per year for years 7-9, RMB4,000 per
year for years 10-12, RMB6,000 per year for years 13-15, and RMB8,000 per year for year 16 and thereafter.
280) USPTO, 위 보고서. pp.19-22
281) Dane Stangler, High-Growth Firms and the Future of the American Economy, March 2010 (Kauffman Foundatio
282) See Stuart J.H. Graham et al,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the Patent System: Results of the 2008 Berkeley
Patent Survey, 24 BERKELEY TECH. L.J. 255 (2009).
283) See, e.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2011 REPORT OF THE ECONOMIC
SURVEY (2011).
284) USPTO, 위 보고서. pp.22-23
285) Act of Aug. 27, 1982, Pub. L. No. 97-247, ?1, 96 Stat. 317 (1982), implemented by 47 Fed. Reg. 40,134, 40, 139-40
(codified as amended, at 37 C.F.R.§ 1.27, 1.28 (1983).
286) USPTO, 위 보고서. pp.24-27
287) USPTO, 위 보고서. pp.28-29
288) USPTO, 위 보고서. pp.2-3
289) USPTO, 위 보고서.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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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IA 및 pre-AIA와 우리법의 비교
1. 공지 공용의 선행기술 및 Grace Period
(1) AIA와 pre-AIA
pre-AIA §102(a)(b)는 당해 출원의 발명일과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정
해지지만 AIA에는 유효출원일로 규정된다. 선행기술의 국가범위도, pre-AIA에서 공
지 • 공용에 대해서 국내주의를 취한데 반해 AIA에는 전면적으로 국제주의를 채택한다.

1년 grace period의 경우, pre-AIA에서 모든 공지사유에 대해 적용되지만, AIA에서는 발
명자에 기인한 공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지 공용 등의 선행기술 및 GRACE PERIOD>
pre-AIA

AI A

발명일 전

§102
(a)

유효출원일 전

by others
미국내/ 공지
국내외/ 특허 • 간행물
미국출원일 전의 1년내
by anyone

§102
(b)

특허출원일 전

by anyone
• 공용

미국내/ 공지 • 공용
국내외/ 특허 • 간행물

한국법

• 공용

국내외/ 공지
특허 • 간행물

§102
(a)(1)

유효출원일 전의 1년내
그 개시가 발명자 에
예외
의한 경우
§102
그 개시 전에, 발명자
(b)(1)
가 먼저 공지한 경우
the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it from the inventor

by anyone

국내외/ 간행물,
공지 • 공용

§29①

한국출원일 전의 12개월내
특허받을 권리자 에 의한
공지
예외
- 출원공개 • 등록공고는 제 §30①
외.
의사에 반한 공지
발명자 또는 승계인

(2) AIA와 우리법
AIA의 공지 • 공용 등에 따른 선행기술 요건은 우리법과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
grace period의 경우, 2011년 11월 2일 개정 전의 우리법은 6개월이었는데 한미 FTA 협
정 이행에 따라 12개월로 개정되어290) 이제는 미국과 같아졌다. grace period 인정 요건
과 관련하여, 우리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즉,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 AIA는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획득한 자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당해 출원일 전에 타인에 의한 독자적인 공지가 있으면 이는 신규성 상실사
유로 되는 것은 AIA나 우리법에서 동일하지만, AIA는 그 예외로서 그 타인의 공지 전
에 당해 발명자가 먼저 공지하였다면 그 타인의 중간 공지는 선행기술에서 제외되는

290) 시행: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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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우리법과 차이나는 점이다.291)

grace period의 기준일자와 관련하여, 우리법은 한국출원일인 반면 AIA는 유효출원
일이다. 따라서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 우리법의 경우 조약 우선일에
무관하게 한국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인데, AIA의 경우 조약 우선일을 기준으로 1년
이 계산된다.
<GRACE PERIOD>
구 분

AI A

한국법

기 간 유효출원일 전의 1년

한국출원일 전의 12개월

판단기준

공지 주체와 무관하게, 발명자의 발명에 기인한
공지이면 OK.

공지 주체가 "발명자 • 승계인"일 것을 요건
다만,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제3자 공지에 대
해서는 공지예외적용 O

타인의
중간공지

출원일 전에 타인의 독자적인 발명에 의한 공지
는 선행기술로 됨
but, 타인의 독자적 공지 전에, 발명자의 공지가
먼저 있었다면 타인의 중간 공지는 선행기술 X

가령 발명자 자신의 공지로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출원일 전에
타인의 독자적인 공지가 있으면 신규성 상실.

출원공개
O
등록공고
절 차

X

출원시 취지 기재,
출원일~30일내 증명서류 제출

none

2.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 및 그 예외
(1) AIA와 pre-AIA
pre-AIA는 당해 출원의 발명일과 인용 출원 • 특허의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
기술이 정해지지만 AIA는 두 출원의 유효출원일이 그 기준으로 된다. 선출원이 선행기
술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어야 하는 점에서
는 동일하지만, pre-AIA에서 PCT 국제출원의 경우 미국을 지정하고 영어로 국제공개되
어야만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AIA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미국을 지정한 PCT 국제
출원은 미국출원으로 간주되므로 영어로 국제공개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출원공개 또
는 등록공고되면 AIA §102(a)(2) 선행기술로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pre-AIA §103(c)에 의하면, pre-AIA §102(e) 규정의 선행기술에 해당하더라도 권리

291) 예) A는 2015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B도 그와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2015년 3월 1일에 발명하였고
2015년 5월 1일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A는 2015년 12월 1일에 출원하였고 B는 출원을 하지 않았다. AIA에
의하면, A 출원에 대해 B 공지는 A와는 무관한 공지여서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가 B보다 먼저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A 출원일보다 앞선 B의 (독자적 발명에 따른) 공지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02(a)(1)). 그런데, 위 예에서 가령 A가 2015년 4월 1일에 자신의 발명을 공지하였다면, 이는 B 공지일보다
앞서므로 B 공지는 A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102(b)(1)(B)). 우리법에 의한다면, 위 어느 경우에
도 A 출원은 B 공지로 인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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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동일하면 그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비자명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AIA에서는
당해 출원과 선출원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그 선출원은 아예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도 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AIA와 우리법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 요건은 우리법과 AIA가 동일하며, 그 예외로서 발명자
가 동일한 경우 및 당해 출원일 당시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규정한 것도 동일하다.
다만, 권리자 동일 요건에서, 우리법은 후출원일 당시에 그 출원인 표시가 선출원의 출
원인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AIA는 후출원일 이전에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소유되었거나 양도의무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AIA에는
선출원의 유효출원일 전에, 당해 출원의 발명자가 먼저 공지한 경우(first-to publish)에는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법과 차이가 있다.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 및 그 예외, 진보성 판단과의 관계>
pre-AIA
당해 발명일:타 미국출원일

§102
(e)

§103
(a)

§103
(c)

by another

AI A
출원일 : 출원일

출원일 : 출원일

by another

by anyone

발명자로부터 획득한 것인
경우
타출원의 유효출원일 전에, 예외
발명자가 먼저 공지한 경우 §102
당해 유효출원일 전에 권리 (b)(2)
자가 동일한 경우

발명자 동일,
당해 출원시 선후
예외
출원인 동일
§29③
단서

공개출원 등록특허에 기재 공개출원 등록특허에 기재 §102
(a)(2)
된 발명
된 발명
PCT 국제출원: 미국 지정 - 영어로의 국제공개를 요하
& 영어 국제공개
지 않음.

원칙적으로, §102(e) 선행기
술은 비자명성 선행기술로
됨
예외: 클레임 발명 당시
“권리자 동일”인 경우, 비자
명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한국법

공개출원 등록특허 §29③
본문
에 기재된 발명

“권리자 동일”: 동일인에 ♣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 §29③ 선행기술은
게 속하거나 동일인에게 양 §102(a)(2) 선행기술은 비자
§103 진보성 선행기술로 §29②
도의무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없음.
명성 선행기술로 됨.

선후출원에 대한 발명자와 권리자의 같고 다름에 따라 선출원이 후출원에 대한 신
규성 •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 pre-AIA와 AIA, 그리고 우리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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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후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는지의 여부>
구

분

발명자와 권리자가 모두 다른 경우
발명자가 같은 경우
(권리자의 同과는 무관)
발명자는 다르고 권리자만 같은 경우

pre-AIA

AI A

한국법

신규성

O

O

O

진보성

O

O

X

신규성

X

X

X

진보성

X

X

X

신규성

O

X

X

진보성

X

X

X

권리자 동일 요건:
- AIA는 후출원일 당시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소유되었거나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
- 한국법은 후출원 당시 출원인 표시가 선출원의 출원인과 같은 경우

3. 발명의 파생(모인)과 관련된 선후출원의 취급
AIA에서 derived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Derived 출원 • 특허의 출원일이 이를 주장
하는 자의 출원 • 특허의 출원일보다 빠른 경우이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이를 물을 필
요도 없다. 한국법에서도 무권리자 출원 • 특허의 출원일이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
일보다 앞선 경우에 그 무권리자 출원 • 특허를 거절 • 무효시킬 실익이 있으며, 그 반대
의 경우에는 "무권리자 출원 • 특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무권리자 출원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비하여 후원으로 거절 • 무효로 될 것이며, 출원일 소급효가 적용
될 여지도 없다.

(1) 파생(모인) 출원에 대한 취급
AIA의 파생절차는 선출원인의 발명이 후출원인으로부터 파생된 경우에 선출원의
파생된 클레임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후출원인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킨다. 한국법은 무
권리자 출원 • 특허에 대해 이를 거절 •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정당 권리자에게 무권리
자 출원일로의 소급효까지 인정한다.292)

292)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무권리자의 출원
이나 특허는 거절이유 • 무효사유(제3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 무권리자 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즉, 거절결정 확정), 정당한 권리자가 거절결정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출원을 하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제34조). 아울러,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그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내 및 심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출원을 하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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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파생(모인)과 관련된 선후출원의 취급>
구 분
파생출원
의 취급

AI A

한국법

선출원의 발명이 후출원의 발명자로부터 "
파생"된 경우, 그 선출원 발명의 클레임을
삭제함(§135, §291)

무권리자 의 출원 • 특허는 거절이유 • 무효사유
에 해당(§33)

Derived 되었음을 주장하는 자(후출원인)가

정당 권리자가 정보제공 • 무효청구를 하여 무권
리자 출원 • 특허를 거절 • 무효로 시킬 수는 있지
만, 반드시 정당 권리자의 조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 청구기간의 제한도 없음.

파생절차

• 민사소송

제기

- Derived Application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1

년내 파생절차 신청서 제출
요건

출원일
소급효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자

- Derived Patent의 등록일로부터 1년내 민사

소송 제기
Derived 출원 • 특허에 대해 파생절차 •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Derived
출원 • 특허보다 유효출원일이 늦은) 자신의
출원 • 특허가 있어야 함.

무권리자 출원 • 특허는 그 자체로 거절 • 무효사
유를 안고 있는 것이며, 정당 권리자의 출원 • 특
허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함.

소급효 없음

정당 권리자가 무권리자 출원 • 특허의 거절 • 무
효 확정일로부터 소정 기간내 출원하면 무권리자
의 출원일로 그 출원일이 소급됨(§34, §35)

(2) 적용 요건
AIA에서는 선출원의 발명이 자신으로부터 Derived 되었음을 주장하는 자(후출원
인)가 스스로 파생절차 • 민사소송를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
는 (derived 출원 • 특허보다 유효출원일이 늦은) 자신의 출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법에서는 정당 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정보제공할 수 있으며, 무권리
자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 권리자가 반드시 정보제공 • 무효청
구를 하여야만 무권리자 출원 • 특허가 거절 •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정보제
공이나 무효청구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당 권리자의 출원 • 특허의 존재 여부와도 무
관하다. 아울러, 무효심판 청구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며, 무권리자 출원 • 특허가 그 사유
로 거절 • 무효로 되기만 하면, 일정 기간 내의 정당 권리자 출원에 대해 출원일 소급효
를 인정한다.

(3) 출원일 소급효
한국법에서는 정당 권리자가 무권리자 출원 • 특허의 거절 • 무효 확정일로부터 소
정 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그 출원일이 소급된다. 그러나 AIA에서
는 선출원에 있는 derived 클레임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고 후출원에 대해 선출원일로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파생절차에서 Board는 선출원 발명이 후출원인(신청
인)으로 파생된 경우 그 선출원의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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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례 연구
1. 일반 Grace Period
(a) 사례 1
A는 2015년 1월 1일 발명을 한 다음 이를 2015년 3월 1일 논문에 발표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 출원을 하였다.
적용법 특허 가부
A 발명
15.1.1

A 공개

A 출원

15.3.1

15.12.1

pre-AIA

A: O

AIA

A: O

우리법

A: O

pre-AIA에 의하면, A 출원은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A 공지로 인하여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102(b)). AIA에서도 발명자 자신의 공지에 대해서 1년

grace period가 적용되므로(§102(b)(1)(A)), A 공지로 인하여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리법의 경우도 AIA와 마찬가지이다.

(b) 사례 2
A는 2015년 1월 1일 발명을 하였는데, A로부터 발명을 지득한 B가 이를 2015년
3월 1일 논문에 발표하였으며, A는 2015년 5월 1일 출원을 하였다.
A 발명

A 출원

15.1.1

15.5.1
15.3.1

B 공개
B derives invention from A.

적용법 특허 가부
pre-AIA

A: O

AIA

A: O

우리법

A: O

pre-AIA는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B 공지로 인하여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102(b)). AIA에서도 발명자 자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득한 타인에 의한 공
지에 대해서도 1년 grace period가 적용되므로(§102(b)(1)(A)), A 출원은 B 공지로 인하여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가령 심사관이 A 출원에 대해 B 공개를 선행
기술로 인용하여 거절하는 경우 A는 B 공지가 A 발명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한편, 우리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B가 A로부터 발명을 지득하여 무단
으로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 사례 3
A는 2015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B도 그와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2015
- 85 -

년 3월 1일에 발명하였고 2015년 5월 1일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A는 2015년 9월

1일에 출원하였고 B는 출원을 하지 않았다.
A 발명

A 출원

15.1.1

15.9.1
15.3.1

15.5.1

pre-AIA

B 공개

B 발명
(독자적)

적용법 특허 가부
A: O

AIA

A: X

우리법

A: X

pre-AIA에 의하면, §102(a)는 당해 출원의 발명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정해지므
로 A는 자신의 발명일이 B의 논문 공개일보다 앞섬을 입증하여 이를 선행기술에서 제
외시킬 수 있다. 아울러, §102(b)의 1년 grace period는 누구에 의한 공지인지를 묻지 않
으므로 B 공지는 A 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AIA에 의하면, A 출원에
대해 B 공지는 A와는 무관한 공지여서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가 B보다
먼저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A 출원일보다 앞선 B의 (독자적 발명에 따른) 공지에 의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102(a)(1)). 우리법의 경우에도 AIA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 pre-AIA에 의하면 A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AIA에 의하면 A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First to Publish system
(d) 사례 4 (AIA 102(b)(1)(B))
A는 2015년 1월 1일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는데, B도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을
2015년 3월 1일 논문에 발표하였으며, A는 2015년 5월 1일 출원을 하였다.
A 공개

A 출원

15.1.1

15.5.1
15.3.1

B 공개
B did not derive invention from A.

적용법 특허 가부
pre-AIA

A: O

AIA

A: O

우리법

A: X

pre-AIA의 경우, A 출원은 1년 grace period에 의하여 A 또는 B 공지로 인하여 특허
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102(b)). AIA에서는 자신의 공개에 대해서 1년 grace

period가 인정되므로(§102(b)(1)(A)) A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타인에
의한 B 공지가 있지만 B 공개일 전에 출원인 A가 먼저 공개하였으므로 §102(b)(1)(B)
예외 규정으로 A 출원에 대해 B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First to Publish). 우리
법의 경우, A 출원은 A 공지에 대해서는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B 공지로 인하
여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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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례 5 (AIA 102(b)(2)(B))
A는 자신의 발명을 2015년 1월 1일에 공개한 다음 2015년 5월 1일에 출원을 하였
고, B도 자신의 독자적인 발명으로 2015년 3월 1일에 (A 출원보다 앞서) 출원을 하였다.
A 공개

A 출원

15.1.1

15.5.1

적용법

15.3.1

B 출원
B did not derive invention from A.

특허 가부

A I A A: O

B: X

한국법 A: X B: X

AIA에 의하면, B 출원은 A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AIA §102(a)(1)). A 출원에 대해 A 공지는 1년 grace period 내이므로 AIA §102(a)(1)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A 출원은 B 출원보다 그 출원일이 늦지만 B 출원일
전에 A 공지가 있었으므로 AIA §102(b)(2)(B)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A 출원에 대해 B
출원은 AIA §102(a)(2) 선행기술로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선
출원인 B가 아니라 B 출원일 전에 먼저 공지한 후출원인 A이다. 이와 같은 경우, B가

A보다 먼저 출원하였더라도 A에 의한 선공개로 인하여 A 출원이 B 출원보다 우선순위
를 갖는다(First to Publish). 한편, 한국법의 경우, A 출원은 B 출원에 비하여 후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36), B 출원은 A 공개로 인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①).

(f) 사례 6 (AIA 102(b)(2)(B))
A는 2015년 1월 1일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는데, B도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을
2015년 2월 1일 논문에 발표한 다음 2015년 3월 1일에 출원을 하였으며, A는 2015년
5월 1일 출원을 하였다.
A 공개

A 출원

15.1.1

15.5.1
15.2.1

15.3.1

B 공개
B 출원
B did not derive invention from A.

적용법

특허 가부

A I A A: O

B: X

한국법 A: X B: X

AIA에서, B 출원은 B 공지일보다 앞선 A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된다(AIA
§102(a)(1)). A 출원의 경우, B 공지가 원칙적으로는 AIA §102(a)(1) 선행기술로 되지만,
A 공지일이 B 공지일보다 앞서므로 A 출원에 대해 B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AIA §102(b)(1)(B)). 한편, B 출원일이 A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B 출원은 A 출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AIA §102(a)(2) 선행기술로 되지만, 후출원 발명자 A가 선출원 B 출원일 전
에 발명을 먼저 공지하였기 때문에 AIA §102(b)(2)(B)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A 출원
에 대해 B 출원은 AIA §102(a)(2)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First to Publish). 즉, A 출원에
대해 B 공지 및 B 출원은 AIA §102(a)(1) & (2)의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한국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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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출원은 A 공지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A 출원은 B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A, B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g) 사례 7
A는 2015년 1월 1일에 발명을 하였고, B도 독자적으로 2015년 3월 1일에 발명을
한 다음 2015년 5월 1일에 논문에 발표하였으며, A는 2015년 9월 1일에, B는 2015년 10
월 1일에 각각 출원을 하였다.
A 발명

A 출원

15.1.1

적용법 특허 가부

15.9.1
15.3.1

B 발명
(독자적)

15.5.1

15.10.1

B 공개

B 출원

pre-AIA A: O B: X
A I A A: X B: O

우리법 A: X B: X

pre-AIA에 의하면, 타인 공지에 대해서도 1년 grace period가 적용되므로 A 출원에
대해 B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으며(§102(b)), A가 B보다 먼저 발명을 하였으므로

A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102(g)). 그러나 B 출원은 A보다 발명일이 늦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출원일 전에 후출원 발명자에 의한 공지가 먼저 있었던 경우>
(선후출원의 발명자 권리자는 서로 다름)
구 분

한국법

A I A

후출원의
운명

후출원에 대해 선출원은 §102(a)(2) 선행기술
로 되지 않음[§102(b)(2)(B) 적용]
후출원 발명자에 의한 자기 공지가 1년
grace period 내이면 §102(a)(1) 선행기술로도
되지 않음[§102(b)(1)(A) 적용]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하여 선원주의로
거절[§36]

선출원의
운명

선출원 발명은 후출원 발명자에 의한 공지
로 신규성 상실[§102(a)(1)]

선출원은 그 출원일 전의 제3자 공지로
신규성 상실[§29①]

후출원이 특허 받을 수 있음

선후출원 모두 특허 받을 수 없음

결 과

AIA에 의하면, A 출원의 경우 A로부터 발명을 지득하지 않았던 B가 A 출원일 전
에 그 발명을 먼저 공지하였으므로 B 공지는 A 출원에 대해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아 선행기술로 된다(§102(a)(1)). 한편, B 출원에 대해서 B 공지는 1년 grace period가
적용되며(§102(b)(1)(A)), B는 A보다 출원일이 늦지만 A 출원일 전에 먼저 그 발명을 공
지하였으므로 A 출원은 B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102(b)(2)(B)). 따라서

AIA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선출원인이면서 선발명자인 A가 아니라 후출원인
이면서 후발명자인 B가 된다.293)

293) 선발명자도 아니고 선출원인도 아닌 B가 A의 선출원일 전에 먼저 공지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FTI & FTF 모두와 맞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 Brad Pedersen and Justin Woo, "The
Matrix for Changing First-to-Inven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Proposed Changes in U.S. Patent Law",
CYBARIS, 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0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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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선출원주의 채택에 따른 영향
AIA가 시행되면, 미국도 선출원주의로 변경되고 유효출원일 기준의 등록요건이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와 국제적 통일화가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특허실체법조약(SPLT)(안)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선발명주의 및 1년

Grace Period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제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였고 1년 grace period도
pre-AIA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타국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면서 특이하게도

"First-to-Publish"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일반적인 영향
(1) 출원일(우선일)의 조기 확보 필요성
pre-AIA에 의하면, 1년 grace period는 누구에 의한 어떠한 공지에 대해서도 적용되
지만, AIA에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에 기인한 공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출원일 전에 타인의 독자적인 공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발명의 완성 후 가급적 빨리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pre-AIA에서는 1년 grace period를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AIA에서는 유
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령 조약우선권이 있는 경우 1년 grace period 기간은 미
국출원일이 아니라 조약우선일로 기산된다.

(2) 파생절차에서 입증부담의 문제
pre-AIA의 저촉절차(interference proceeding)는 두 출원에 대한 발명일의 선후를 따
지는 것으로서, 어느 한 출원의 발명일이 다른 출원의 발명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AIA에서는 선출원주의 도입과 함께 자신 출원의 발명으로 파생된 제3자
의 선출원에 대하여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를 제기할 수 있다. 파생절차에서는
자신의 출원 발명이 언제 완성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출원 발명이 자신의 발
명으로 파생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발
명에 대해 출원하기 전에는 발명의 내용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
하다.

(3) 심사청구제도의 부재와 그 대안
AIA에 의하면, pre-AIA에 비하여 1년 grace period가 제한되고 선출원주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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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발명자는 보다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발명의 기술
적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다하지 못한 채 출원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심
사청구제도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는 것인데, 선출원주의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으며,294)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AIA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미국 정규출원의 경우 출원 자체로 심사청구를 겸하는 것으로 되어 그에 따른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출원 순서로 심사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출원 당시에 심
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특허를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는 경우에는 먼저 임시
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시출원의 수수료는 정규출원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며, 정
규출원을 하기까지에는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 임시출원을 이용한다면 특별한 자원을 들지 않고도
우선일(유효출원일)을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295) 또한, 임시출원은 발명의 공개를
늦추면서 우선일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4) 증거자료 확보
A. 발명활동에 관한 기록
비록 AIA에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다. grace period, 파생절차 등에서,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획득하였거나 파생되어 이루어진 타인에 의한 발명 공지나 출원
에 대해서는, 진정한 발명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발명자임을 입
증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B. 자신 공지에 관한 기록
AIA의 grace period는 기본적으로 발명자 및 그로부터의 획득자에 의한 공지에 대
해서만 적용된다. 가령 심사나 소송과정에서 선행기술로 인용된 것이 발명자 자신에 기
인한 공지라면 출원인(특허권자)은 자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리 공지
한 경우, 그 공지사유가 문제되었을 때 자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grace period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공지에 관한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AIA에서
는 First-to-Publish 시스템을 채택하여, 자신 출원일 전에 타인의 공지나 출원이 있더라
도 그 전에 자기 공지가 있었으면 그 타인의 공지나 출원이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 것으

294) 심사청구제도는 출원마다 그 목적이 다르고 발명의 가치도 다를 수 있으므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이다. (임병웅, 이지특허
법, 제7판, 2009.9.1. 418-419면.)
295) Nutter McClennen & Fish LLP' s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 Group, "United States: Patent Reform Act Of 2011",
March 22, 2011. <http://www.mondaq.com/unitedstates/article.asp?articleid=12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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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신 공지에 대한 입증은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 특허의 존속기간
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예컨대 출원일로부터 15년 후의 소송에서 이러한 것이 문
제로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기록의 보존기간을 충분히 늘려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C. 양도증
기업이나 연구소의 출원의 경우 일련의 연구활동에 기초하여 다수의 유사한 발명
에 대해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기업의 선출원이 후출원의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다. 이 때, 후출원의 유효출원일 전에 선후출원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동일인에
게 속하거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선출원은 후출원에 대해 선행기
술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이를 기업으로 양도하
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그 발명에 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으로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한편, AIA §115(d) 규정에 의하면, 발명자가 발명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출
원을 위한 선서 또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에는 대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직무발명에 대한 양수인이 미국에 출원하는데 보다 편리해 질 것
이다.

(5) 미국출원 건수의 증가
미국에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한편 타인의 독자적인 공지에 대해서는 grace

period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출원일의 조기 확보가 보다 중요하게 되므로, 발명이 완성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296) 그 결과, 미국 출
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기업의 출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297)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70만 건의 출원 재고를 안고 있는 PTO로서
는298) 심사 적체가 보다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AIA에서는, 특허출원 • 심사 관련 수수료(§41), PTO 기금(§42), 국제출원 관련 수수
료(§376) 및 그에 대한 부가료는 PTO에서 특허출원의 처리 및 기타 특허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299) 이로 인하여, PTO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
다면 심사관의 충원 등을 통하여 심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
된다.

296) Small Business Coalition on Patent Legislation letter to SBA Administrator, Dec. 15, 2009.
297) 따라서 미국을 주된 시장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출원에 대한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도 미국 특허출원(Utility Patent Application) 총 건수는 295,926 건이며, 그 중 외국인 출원은 131,131건
(44.3%)이다. 대한민국 출원은 5,705 건(1.9%)이며, 일본 52,891 건(17.9%), 독일 17,715 건(6.0%), 영국 7,523 건
(2.5%), 캐나다 6,809 건(2.3%), 프랑스 6,623 건(2.2%) 등이다.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appl_yr.pdf>
298) Amy Schatz, New Chief of Patent Office Takes Aim at a Massive Backlog, The Wall Street Journal (Online), October
10, 2009. Consulted on October 10, 2009.
299) AIA §42(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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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기준
AIA의 선출원주의 규정은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유효출원일을 갖는 출원에 대
해 적용된다.300) 조약 • 국내 우선권을 갖는 출원에서 그 우선일은 발효일 이전이지만
미국 정규 출원일은 그 이후인 경우, 가령 일부우선으로 인하여 (즉, 신규사항 추가로
인하여)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에 대한 유효출원일이 정규 출원일로 인정되면 그 출원에
대해서는 AIA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출원에 대해 pre-AIA를 적용하고자 의도하였다
면 미국 정규출원을 하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즉, 우선권을 수반한 미
국 정규출원은 원출원의 범위로 하고, 신규사항에 관한 것은 별도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AIA의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3월 16일 근방에서는,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해 pre-AIA를 적용받을지, 또는 AIA를 적용받을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발
명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pre-AIA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특히 그 당시 이미
타인에 의한 독자적인 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AIA에 의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pre-AIA의 1년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출원일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 출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영향은 그 대부분 우리 출원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치지만, 우리 출원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출원일이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로 인정
AIA가 시행되면, 미국 특허법도 우리법과 같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특허요건
도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우리 출원인이 미국에 출원하여 등록받기
가 보다 유리해 질 것이다. 예컨대, 조약우선일이 아닌 실제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적
용하는 pre-AIA §102(b) 규정으로 인하여 조약우선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미국출원일
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AIA에 의하면 조약우선일이 유효출원일로 인정되므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외국 출원인의 경우 국내출원으로 조약우선일을
확보하였다면 우선권 기간 내에 미국에 출원하기만 하면 pre-AIA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더불어, pre-AIA §102(e) 규정에 의하면, 미국 출원이 타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이 되
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타출원의 발명일과 비교한다. 즉, 소

300) AIA Sec. 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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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Hilmer Doctrine에 따라 미국 출원에 조약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약우선일이 아
니라 미국출원일이 기준으로 된다. 따라서 조약우선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출원일
을 보다 앞당긴다면 그 기간 만큼 더 타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AIA에서는 선후출원 간의 판단기준을 모두 유효출원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조약우선권이 있는 경우 조약우선일이 적용되므로, Hilmer Doctrine에 따른 불
이익은 없어지게 되었다.301) 한편, pre-AIA에서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영어로 국제
공개된 경우에만 그 국제출원일을 타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일자로 인정하지만, AIA에
서는 ‘언어’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미국을 지정한 PCT 국제출원이 국어로 국제공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a) 사례 1
회사X는 2015년 1월 2일 한국에 출원을 하였고,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6년

1월 2일에 미국에 출원을 하였다. 회사Y는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2015년 5월 1일에 미국
출원을 하였는데, 이는 회사X의 한국출원일과 미국출원일 사이에 있다.
회사X 한국 출원

회사X 미국 출원

15.1.2

16.1.2
15.5.1
회사Y 미국 출원

미국출원일만을 보면, 회사Y 미국출원이 회사X 미국출원보다 앞서지만 회사X 미
국출원의 유효출원일은 한국출원일로 되므로 회사Y의 미국출원일보다 앞선다. 따라서
회사X 미국출원은 (한국출원과 동일한 내용의 한도에서) 회사Y 미국출원에 대해 AIA

§102(a)(2)의 선행기술로 되며, 회사X 미국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b) 사례 2
발명자는 2015년 1월 2일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되는 날인

2016년 1월 2일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출원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출원일로
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일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을 하였다.

301) 예컨대, 한국에 출원한 다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A)을 하고 미국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미국
출원(A)의 pre-AIA §35 U.S.C. §102(e) 선행기술일자는 한국출원일이 아니라 실제의 미국출원일로 된다. 따라서
한국출원일과 미국출원일 사이에 있는 제3자의 미국출원(B)에 대해 미국출원(A)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AIA §102(a)(2)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미국출원(A)의 유효출원일은 한국출원일로 소급되어, 한국출원일로서
선행기술일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출원(B)는 미국출원(A)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출원에 기초한
선행기술 요건에서, pre-AIA에서는 선행기술일자로서 실제의 미국출원일을 적용할 뿐 조약 우선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AIA에서는 조약 우선일을 선행기술일자로 인정하므로, 한국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출원의 우선일
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한다면 pre-AIA에서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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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발명 공지

한국 출원

15.1.2

16.1.2
17.1.2
미국 출원

AIA의 grace period는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 미국출원의 경우 그 유효
출원일은 한국출원일인 2016년 1월 2일로 된다. 따라서 2015년에 있었던 공지는 1년

grace period로 인하여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발명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에 미국출원을 한다면 자신의 발명공개행위는 미국 특허를 받는데 장애로 되지 않는
다.

(c) 사례 3
발명자는 2015년 1월 2일에 한국 출원을 하였으며, 2016년 1월 8일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다. 그러다가, 조약 우선권 기간 1년이 지난 후, 그렇지만 공개일로부터 1년 되
는 날인 2017년 1월 8일에 미국에 출원을 하였다.
한국 출원

자신발명 공지

15.1.2

16.1.8
17.1.8
미국 출원

위와 같은 경우, 미국출원을 하면서 한국출원을 기초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는 없지만, 미국출원은 AIA의 1년 grace period로 인하여 적어도 2016년 1월 8일에 있었
던 자신의 발명 공지로 인하여 거절되지는 않는다.

(d) 사례 4
회사X는 2015년 1월 2일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공지)하였고, 그에 관한 발명에 대
하여 2016년 1월 2일 한국에 출원을 한 다음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1월 2일
미국에 출원하였다. 그런데 회사Y는 독자적으로 그 발명을 하여 회사X의 발명공개일과
한국출원일 사이인 2015년 1월 5일에 미국 출원을 하였다.
회사X
제품 판매

회사X
한국 출원

15.1.2

16.1.2
15.1.5
회사Y
미국 출원

17.1.2
회사X
미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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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X의 2017년 미국출원은 그 유효출원일이 한국출원일(2016.1.2)로 인정되고,

grace period로 인하여 그 1년 이내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판매행위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회사Y의 미국출원은 그 미국출원일(2015.1.5)이 회사X의 유효출원일(2016.1.2)
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회사X의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지만, 회사Y 미국출원의
출원일 전에 그리고 회사X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 전 1년 내에 회사X의 발명공개 행위
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Y 미국출원은 회사X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작용하지 않는
다(First-to-Publish). 한편, 회사Y의 미국출원은 회사X의 한국에서의 공지행위가 선행기
술로 적용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회사X의 미국출원이 특허
를 받을 수 있다.

(e) 사례 5
회사X는 2015년 1월 2일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공지)하였고, 그에 관한 발명에 대
하여 2016년 1월 2일 한국에 출원을 한 다음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1월 2일
미국에 출원하였다. 그런데 타인이 독자적으로 그 발명을 하여 회사X의 발명공개일과
한국출원일 사이인 2015년 1월 5일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다.
회사X
제품 판매

회사X
한국 출원

15.1.2

16.1.2
15.1.5
타인 공지
(독자적)

17.1.2
회사X
미국 출원

회사X의 2017년 미국출원은 그 유효출원일이 한국출원일(2016.1.2)로 인정되고,

grace period로 인하여 그 1년 이내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판매행위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타인의 독자적인 발명 공개는 그 공개일자가 회사X의 유효출원일(2016.1.2)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회사X의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되지만, 타인의 발명 공개 전에
그리고 회사X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 전 1년 내에 회사X의 발명공개 행위가 있었기 때
문에 타인의 발명 공개는 회사X 미국출원에 대해 선행기술로 작용하지 않는다

(First-to-Publish). 따라서 회사X의 미국출원은 자신과 타인의 공개행위로 인하여 특허를
받는데 장애로 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X의 한국출원의 경우에는 그 출원일 전에 있었
던 타인의 독자적인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미국 임시출원의 활용
현재 우리 출원인은 미국출원일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임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AIA에 의하면 조약우선일이 신규성 • 비자명성의 판단 기준일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다. 다만, 발명을 기재한 서면이 국어 이외의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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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것이라면, 그 번역문을 준비하여 한국에 출원하는 것보다는 그 원문 그대로 미
국에 임시출원하는 것이 조기에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
히 임시출원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에 따라 우리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언어요건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출원에서 명세서의
언어로서 “영어”까지도 허용한다면 더 이상 미국의 임시출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국내출원만으로도 미국 특허법상 유효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3)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출원에 기초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가령 미국으
로 국내단계를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도 미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해 두
면, 그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로 인하여 미국출원에 대해 선출원으로서의 선행기술 지위

(AIA §102(a)(2))를 가진다. AIA에 의하면 국제공개의 언어가 영어로 된 것이지의 여부
를 가리지 않으므로 한국어로 국제출원 • 국제공개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국제출원일보다 늦은 유효출원일을 갖는 타인의 미국출원이 위 국제출원의 발명과 동
일하거나 자명한 경우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302) 자신의 발명에 대해 미국
에 직접 출원 •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타인의 특허등록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그
발명에 관한 사업이 미국으로까지 확장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특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302) Michael D. Stein, “Overview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N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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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Ⅰ. 발명자 선언서 및 출원인 요건
AIA Sec. 4는 발명자 선언서 및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제도를 개정
하였는데, 그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출원을 하면서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법과 마찬가지
이지만, 발명자 선언서에 대한 요건을 간소화하고,303)

② 발명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발명자 선언서
대신에 양수인(회사)이 대체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304)

③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305)
양수인이 출원인으로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
히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16일자로 유효
하다.306)

USPTO는 발명자 선언서(재등록 선언서 포함) 및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서명
된 대체 선언서에 관한 실무 규칙을 개정하고, 선언서가 들어있는 양도증에 관하여 규
정한다. 또한, 발명자 선언서에 관한 실무 규칙을 개정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발명자
선언서의 제출을, 당해 출원이 허여상태로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
러, 위임장에 대한 실무 및 양수인에 의한 출원의 수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한편,
발명자 선언서나 대체진술서는 그 작성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취하 • 대체 • 정정할
수 있으며,307) 그로 인하여 요건 미준수의 흠결이 치유되면 그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unenforceable로 되지 않는다.308)

USPTO는 2012년 1월에 AIA Sec. 4에 관한 규칙(안)을 고시한 바 있는데,309) 공중
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규칙310)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AIA §115(a)(b)
AIA §115(d)
AIA §118
2007 House Committee Report (H.R. Rep. No. 110-314, at 61 (2007))에 의하면, §115 규정의 개정은 다른 무엇보다
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발명자가 “사용자로부터의 보상을 협상하는 수단으로
서 선언서를 보류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너무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492.
307) AIA §115(h)(1)
308) AIA §115(h)(3)
309) See "Changes to Implement the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77 FR 982 1003 (Jan. 6, 2012)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303)
304)
305)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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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35 U.S.C.§115, 116, 118, 256
§115. 발명자선언서
- The inventor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

Sec. 4, 125 Stat. at 293
§115. 발명자선언서(notice of allowance전에제출가능)

양수인은발명자를찾을수없거나협조하지않는경우
에발명자를대신하여출원과선언서를제출할수있음.
§116 & 256. 발명자기재오류를정정하기위해서는
deceptive intent가없을것을요건으로함.

§118. 양수인도출원을제출할수있도록허용함.
- The assignee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
발명자정정은언제든지할수있으며, §115 요건의미준수는
그것이치유되면특허를무효로하거나실효(unenforceable)되도
록하지않음.
적용대상: 2012.9.16. 이후에제출되는출원

35 U.S.C. 115 Oath of applicant.
§ 115.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The applicant shall make oath that he believes himself to (a) NAMING THE INVENTOR; INVENTOR’S OATH OR
be the original and first inventor of the process, machine, DECLARATION.―An application for patent that is filed under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improvement section 111(a) or commences the national stage under section 371
thereof, for which he solicits a patent; and shall state of shall include, or be amended to include, the name of the inventor
what country he is a citizen. Such oath may be made before for any invention claimed in the application. Except as otherwise
any person within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to provided in this section, each individual who is the inventor or a
administer oaths, or, when made in a foreign country,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before any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f the United shall execute an oath or decla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tates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or before any officer application.
having an official seal and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in (b) REQUIRED STATEMENTS.―An oath or declaration under
the foreign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may be, whose subsection (a) shall contain statements that―
authority is proved by certificate of a diplomatic or (1) the application was made or was authorized to be made by the
consular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postille of an affiant or declarant; and
official designated by a foreign country which, by treaty or
(2) such individual believes himself or herself to be the original
convention, accords like effect to apostilles of designated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Such oath is valid if it
application.
complies with the laws of the state or country where made.
When the application is made as provided in this title by a (c) ADDITIONAL REQUIREMENTS.―The Director may
person other than the inventor, the oath may be so varied in specify addition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ventor and the
form that it can be made by him. For purposes of this invention that is required to be included in an oath or declaration
section, a consular officer shall include any United States under subsection (a).
citizen serving overseas, authorized to perform notarial (d) SUBSTITUTE STATEMENT.―
functions pursuant to section 1750 of the Revised Statutes, (1) IN GENERAL.―In lieu of executing an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the applicant for patent may provide a
as amended (22 U.S.C. 4221).
substitute statement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paragraph (2) and such additional circumstances that the Director
may specify by regulation.
(2) PERMITTED CIRCUMSTANCES.―A substitute statement
under paragraph (1) is permitted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who―
(A) is unable to file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because the individual―
(i) is deceased;
(ii) is under legal incapacity; or
(iii)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effort; or

310) "Changes To Implement the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Final
Rule," 77 FR 48776 (Aug.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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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B) is under an obligation to assign the invention but has refused
to make the oath or declaration required under subsection (a).
(3) CONTENTS.―A substitute statement under this subsection
shall.
(A) identify the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the statement
applies;
(B) set forth the circumstances representing the permitted basis for
the filing of the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and
(C) contain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any showing,
required by the Director.
(e) MAKING REQUIRED STATEMENTS IN ASSIGNMENT OF
RECORD.―An individual who is under an obligation of
assignment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may include the required
statements under subsections (b) and (c) in the assignment
executed by the individual, in lieu of filing such statements
separately.
(f) TIME FOR FILING.―A notice of allowance under section 151
may be provided to an applicant for patent only if the applicant
for patent has filed each required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or has filed a substitute statement under subsection
(d) or recorded an assign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e).
CONTAINING
(g)
EARLIER-FILED
APPLICATION
REQUIRED STATEMENTS OR SUBSTITUTE STATEMENT.
―
(1) EXCEPTION.―The requirements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 individual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for patent in
which the individual is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ho claims the benefit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of
the filing of an earlier-filed application, if―
(A) an oath or declar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was executed by the individual and was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B) a substitute state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d) was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earlier filed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or
(C) an assign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e) was
executed with respect to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by the
individual and was recorded in connection with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2) COPIES OF OATHS, DECLARATIONS, STATEMENTS,
OR ASSIGNMENTS.―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Director may require that a copy of the executed oath or
declaration, the substitute statement, or the assignment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be included in the
later-filed application.
(h) SUPPLEMENTAL AND CORRECTED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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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ADDITIONAL STATEMENTS.―
(1) IN GENERAL.―Any person making a statement required
under this section may withdraw, replace, or otherwise correct the
statement at any time. If a change is made in the naming of the
inventor requiring the filing of 1 or more additional statements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establish regulations under
which such additional statements may be filed.
(2) SUPPLEMENTAL STATEMENTS NOT REQUIRED.―If an
individual has executed an oath or declar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or an assign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e)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for
patent, the Director may not thereafter require that individual to
make any additional oath, declaration, or other statement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this s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any patent issuing thereon.
(3) SAVINGS CLAUSE.―A patent shall not be invalid or
unenforceable based upon the failure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under this section if the failure is remedied as
provided under paragraph (1).
(i) ACKNOWLEDGMENT OF PENALTIES.―Any declaration or
statement fil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contain an
acknowledgment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such
declaration or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001 of title
18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35 U.S.C. 118 Filing by other than inventor.
§ 118. Filing by other than inventor
Whenever an inventor refuses to execute an application A person to whom the inventor has assigned or is under an
for patent, or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obligation to assign the inventi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effort, a person to whom the inventor has assigned or patent. A person who otherwise shows sufficient proprietary
agreed in writing to assign the invention or who otherwise interest in the matter may make an application for patent on
shows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 justifying behalf of and as agent for the inventor on proof of the pertinent
such action, may make application for patent on behalf of facts and a showing that such action is appropriate to preserve the
and as agent for the inventor on proof of the pertinent facts rights of the parties. If the Director grants a patent on an
and a showing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application filed under this section by a person other than the
rights of the parties or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inventor, the patent shall be granted to the real party in interest
the Director may grant a patent to such inventor upon such and upon such notice to the inventor as the Director considers to
notice to him as the Director deems sufficient, and on be sufficient.
compliance with such regulations as he presc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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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AIA에서는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자와 특허출원을 하는 자(출원인)를 구분하
고 있으며, 양수인도 그 자신이 출원인으로 될 수 있는 등 종전 법과는 다른 체계를 채
택하였다.

(1) 출원인 및 선언서 서명자
전통적으로, 35 U.S.C. Chap. 11에 따른 출원인(즉,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은

35 U.S.C. §115에 따른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자와 동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AIA에
의하여 개정된 35 U.S.C. §115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하는 자와 출원인을 구분하였다. 따
라서 35 U.S.C. §116, §117, §118 규정은 발명자 이외의 자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을 규정한 것이며, 35 U.S.C. §115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자를 정의한 것으로 해
석된다.

AIA에서 출원인(applicant)과 선언서 서명자를 구별한 관계로, USPTO는 출원에 관
한 규칙과 발명자 선언서의 서명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한다. 먼저, 출원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37 CFR 1.41은 발명자 자격(inventorship)에 관한 것이고, ② 37

CFR 1.42는 특허출원인(발명자 또는 양수인이 될 수 있음)에 관한 것이고, ③ 37 CFR
1.43은 사망한 발명자 또는 법적 무능력 발명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출원에 관한 것이
고, ④ 37 CFR 1.45는 공동 발명자에 관한 것이고, ⑤ 37 CFR 1.46은 양수인 등(the

assignee, obligated assignee, or person who otherwise shows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에 의한 출원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발명자 선언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37 CFR 1.63은 35 U.S.C.

§115(a)에 따른 발명자 선언서 또는 발명자 선언서에서 요구되는 진술(statement)을 포함
하는 35 U.S.C. §115(e)에 따른 양도증에 관한 것이고, ② 37 CFR 1.64는 발명자가 사망
하거나 법적 무능력자로 되거나 발명자를 찾을 수 없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35 U.S.C. §115(d)에 따른 대체진술서(substitute statement)에 관한 것이다.

(2) 출원인 및 양수인
종전의 "inventor-applicant"만의 체계에서 "assignee-applicant"도 허용하는 체계로의
법적 변경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인(applicant) 및 양수인(assignee)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출원인”이라는 용어는, ① 양수인이 없거나 양수인이 출원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
로 선택하였거나 양수인이 발명자를 제외하도록 절차수행을 인계받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공동 발명의 경우 모든 공동 발명자)를 의미하며, ② 양수인 등(the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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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ed assignee, or person who otherwise shows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이 출원을 제출하였거나 양수인 등이 발명자를 제외하도록 절차수행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 등을 의미한다.

“양수인”이라는 용어는 그 출원에 관한 전체 권리를 양수한 자를 의미하며, 그 양
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출원을 제출하였는지 또는 절차수행을 인계받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발명자 선언서
AIA 개정에 맞추어, 규칙에서 “발명자 선언서”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라는
용어는 AIA §115(a)의 선언서, AIA §115(d)의 대체진술서 또는 AIA §115(e)의 양도증-선
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2.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출원인)
AIA에서는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양도할 의무가 있는 발명자를 대신
하여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311) 이 경우, 관련 사실
관계에 관한 증거와 그러한 행위가 그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명자를 대신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는 실제 이해당사자에게로 등록되며, Director는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방
식으로 발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312)

USPTO는 규칙(안)에서 AIA §118 개정규정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AIA §115(d)(2)에
열거된 상황에 있는 출원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수의 공중은

AIA §118 개정규정이 AIA §115(d)(2)에 열거된 것 이외의 상황에 있더라도 양수인(an
assignee or an obligated assignee)으로 하여금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코멘트하였다. 이에, USPTO는 양수인이 출원인(applicant)으로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AIA에 의하면, “양수인”은 출원인의 명의로서 발명자 또는 양
수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과 관련한 규칙(37 CFR 1.421, 1.422, 1.424)이 AIA
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더 이상 미국출원에서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어야 함
을 요구하지 않는다.

311) AIA §118 (1)절
312) AIA §118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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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
AIA에 의하여 개정된 35 U.S.C. §118에 의하면,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양도받거
나 양도받기로 한 자(assignee or obligated assignee)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② 그 발명에 대해 충분한 재산적 이익(a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을 가진
자도 그 자와 발명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원인으로서 출원을 하는 양수인은 소유권에 관한 서증(예: assignment for an

assignee, employment agreement for an obligated assignee)을 등록료 납부 전에 37 CFR
Part 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재(record)하여야 한다. 출원인으로서의 충분한 재산권 권
리를 달리 소명하는 자가 출원하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한 문헌적 증거와 함께 petition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313) 이러한 petition은 그 자가 출원을 제출하기에 적당한 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USPTO는 그 재산적 권리의 충분성에 관한 증거에 대
해 확정적인 사실판단(definitive factual determination)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발명자를 대신하여 그 대리인(agent)의 자격으로 특허출원인으로서 취
급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valid basis)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검토할 것이다. 충분한 재산권 권리의 증거를 확립하기 위해 제출된 문헌적 증거는 양
도증 또는 양도의무를 입증하는 문서와 같이 명쾌한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당해 출
원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될 때 그 문헌적 증거도 함께 출원기록으로 제공된다.

“대리인 위임장”은 출원인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는데,314) 37 CFR 1.46 규정에 따
라 출원하는 양수인 등이 바로 출원인이 되므로 출원을 제출하는 양수인 등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발명자는 출원인이 아니므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다.

(2) USPTO에서 특허를 부여하는 자
AIA §118에 따르면,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USPTO는 실제 권리
자(the real party in interest)에게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15) 이를 위해서,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권리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늦어도 등록료 납부 전
에 USPTO로 통지하도록 요구된다.316) USPTO는 발명자 이외의 출원인에게 Notice of

Allowance에 대한 응답으로 실제 권리자의 변경사항을 USPTO로 통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일 그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USPTO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하고317) 현재 기록상 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것이다.

313) 37 CFR 1.46
314) 37 CFR 1.33(b)(3)
315) 그렇지만, USPTO는 특허 ID를 표시할 목적으로는 양수인 이름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명자 이름을 사용할 것이
다.
316) 37 CFR 1.46(b)(1)
317) 37 CFR 1.4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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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자 선언서
35 U.S.C. §111(a)에 따른 출원 또는 35 U.S.C. §371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은 그 출원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명자 각 자는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18) 그리고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319) ① 이 출원이 선언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자에 의하여 승인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320) ② 자신이 출원에 있는 클레임 발명의 원 발명자 또는 원 공
동발명자라고 믿는다.

AIA에 의하여 개정된 35 U.S.C. §115에서는, 양수인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되었다
고 하더라도 35 U.S.C. §115(d) 규정의 제한된 상황(즉, 대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
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각 발명자의 서명된 선언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발명
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하므로, 선언서의 서명과 관
련하여 출원을 검토할 기회를 가지며 클레임 발명의 범위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선언서 기재사항
USPTO는 규칙(안)에서 선언서에는 모든 발명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37 CFR
1.63(b)(2), (b)(3)에서 종전에 요구된 "reviewed and understands" 및 "duty to disclose" 문구
를 넣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USPTO는 공중 코멘트를 반영하여 선언서 요건을 보다
간소화하였다. 즉, ① 출원인이 ADS (Application Data Sheet)에 각 발명자의 이름, 거소,
우편주소를 표기하였다면 발명자 선언서에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표기할 필요가 없도
록 하였다(37 CFR 1.63 개정).321) ② 발명자 선언서에 "reviewed and understands" 및

"duty to disclose" 문구를 넣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출원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였
고 개시의무를 알고 있는 자라면 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라고 단순히 규정한다(37

CFR 1.63 개정). ③ 고의적 허위 진술의 위험성 및 선언자 진술의 진실성에 관한 인
식322)을 넣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한다(37 CFR 1.63 개정). ④ 35 U.S.C. §115에서 발명자
국적 표시 요건이 이제 들어있지 않으므로 선언서에서 국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AIA §115는 선언서(§115(a)), 대체진술서(§115(d)) 및 양도증-진술서(§115(e))를 규
318) AIA §115(a)
319) AIA §115(b)
320) 선언서에는 출원이 양수인에 의하여 제출된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출원이 선언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권한을 받았음을 진술하도록 요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7 CFR 1.63(a)(4)에서 규정한다.
321) 즉, ADS에서 발명자를 모두 표기하였다면 어느 발명자의 선언서에는 그 자신만을 발명자로서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선언서에 모든 발명자를 기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22) "an acknowledgement that willful false statements may jeopardize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r any patent issuing
thereon, and that all statements made of the declarant’s own knowledge are true and that all statements made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believed to b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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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대체진술서 및 양도증-진술서에는 “선언서나 진술서에 고의적 허위 진술

(willful false statement)이 있으면 18 U.S.C. (연방형법) §1001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음을 인식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323) 이
와 같은 “고의적 허위 진술” 조항 요건은 대체진술서 또는 양도증-진술서가 “선언서”로
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 제출 시기
AIA §102(b)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중특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출원의 심사 전에 발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원인은 ADS 또는 발명
자 선언서의 방식으로 발명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당해 출원에서 (발명자 이름, 우편주
소, 거소를 표기한) ADS를 출원과 함께 또는 37 CFR 1.53(f)(1) 또는 (f)(2) 규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발명자 선언서는 출원이 허여상태로 될 때까지 그 제출을 연기할 수 있
다. 즉, 출원의 허여상태로 될 때까지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USPTO는 허여성 통지
서를 발송하면서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며, 그 선언서가 제출되면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될 것이다. 한편, 발명자 선언서를 최종 명세서에 기초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현행 실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3) 보충 선언서 (Supplemental Oath or Declaration)
출원인은 이미 제출된 발명자 선언서에 결함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보충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324) AIA §115(a) 요건을 만족하는 선언서 또는

AIA §115(e) 요건을 만족하는 양도증에 서명한 경우 USPTO는 그 서명한 자에게 당해
출원과 관련하여 그와 동등한 추가적인 선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
다.325)

(4) 적용 기준 일자
AIA §115 규정은 2012년 9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신규 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선
언서의 서명일자와는 무관하다. 여기서, 신규 출원이란 2012년 9월 16일 이후에 USPTO
에 제출되는 일반 정규출원, 계속출원, Bypass 출원 및 2012년 9월 16일 이후의 국제출
원일을 갖는 국제출원에 기초한 국내단계출원을 말한다.

2012년 9월 16일 전에 제출된 출원에서 2012년 9월 16일 이후에 제출되는 선언서
323) 35 U.S.C. §115(i). AIA Sec. 20은, 35 U.S.C. §116, §184, §251, §256 규정에서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USPTO 절차에서 출원인이나 발명자의 "deceptive intention"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324) 35 U.S.C. §115(h)(1) and 37 CFR 1.67
325) 35 U.S.C. §115(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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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년 9월 16일 전의 선출원을 기초로 그 이후에 계
속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에 대해 제출된 선언서의 사본이 계속출원에 대해 유효하려
면 그 선출원의 선언서가 AIA로 개정된 35 U.S.C. §115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326)

4. 대체진술서 (Substitute Statement)
AIA에서는 발명자 선언서 대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 대체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신
설되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무능력자로 되거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선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진술서를 허용하는
것은 pre-AIA와 유사하다.327) 그러나 발명자가 발명을 양도할 의무를 지지만 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체진술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328) 또한, 출
원 내용을 검토 • 이해하고 개시의무를 인식하지 않은 자는 대체진술서에 서명할 수 없
다. 따라서 발명자가 선언서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선언서에 갈음하여 대
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양수인이 발명자 선언서 대신에 대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출원하는 경우, 그 출원
인의 명의를 양수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울러 발명자를 출원인으로 할 수도 있다. 한
편, AIA에서, 특수 상황에 관한 증거(예: 발명자와 접촉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요구되
지 않는다.

(1) 대체진술서가 허용되는 경우
AIA에서 대체진술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발명자가 (i) 사망한 경
우, (ii) 법적 무능력자로 된 경우, 또는 (iii)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선서 또는 선언을 할 수 없는 경
우; (B) 발명을 양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선서 또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 따라서 대체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하여 발명자 선언서 대신으로 제출될
수 있다: 발명자의 법정 대리인, 양수인, 발명자가 양도의무를 지는 자, 또는 클레임 발
명에 대한 충분한 재산적 권리를 입증하는 자.
또한, 공동 발명자들 중 1인이 출원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발명자(들)가 자신 및 그 누락된 발명자를 위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329) AIA

§115(d)(1) 규정에서 출원인이 발명자 선언서 대신에 대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326) AIA §115(g)(1)(A)
327) AIA §115(d)(2)(A)
328) AIA §115(d)(2)(B). 아울러, AIA에서는 Director에게 "Substitute Statement"를 허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AIA §115(d)(1)
329) 35 U.S.C. §116(b), 37 CFR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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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황에 대해 Director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37 CFR 1.64에서 어느
공동 발명자가 (양도 의무가 있는지에 무관하게) 출원하기를 거부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동 발명자로 하여금 그 누락된 발명자에 의한 선언서 대신에 대체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기재요건
AIA에서는 대체진술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될 것을 규정한다:330) ① 대체
진술이 적용되는 자의 신원, ② 대체 진술을 하는 근거가 되는 상황, ③ Director가 요구
하는 추가적인 정보 및 증거.
양수인 등이 선언서 대신에 대체진술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그 출원인은 다음과 같
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331) ① 선언서 대신에 그 자로 하여금 대체진술서에 서명하
도록 하게 된 상황(예: 서명하지 않은 발명자를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
거나 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서명하지 않은 발명자에 관하여 대체진
술서에 서명하는 자 및 그 자와 서명하지 않은 발명자와의 관계, 및 ③ 서명하지 않은
발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주소.

5. 양도증-선언서 (Combined Declaration and Assignment)
특허출원에 관한 양도의무를 지는 자는 그 자에 의하여 서명된 양도증에 선언서의
진술사항(AIA §115(a)(b))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332) 그럼으로써, 별도의 선언서를 제출
하는 대신 양도증-선언서 문서로서 선언서를 대신할 수 있다.
양도증-선언서 문서에서 선언서 부분의 서지적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선언서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오류 사항은 정정되어야 한다.333) 그러나 선언서 부
분에서 법정 요건 사항이 결여된 경우에는 선언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증-선
언서 문서에서 양도증 부분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문서에 선언서에서 요구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선언서 부분은 유효하게 취급된다.

330)
331)
332)
333)

AIA §115(d)(3)
37 CFR 1.64
AIA §115(e)
37 CFR 1.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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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출원 및 재등록 출원의 경우
(1) 계속출원의 경우
선출원에 관하여 35 U.S.C. §120, 121, 365(c) 규정에 따른 선출원의 이익을 주장하
는 출원에서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서 기명된 각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
운 선언서가 요구되지 않는다:334) ① AIA §115(a) 요건을 만족하는 선언서가 그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선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경우, ② AIA §115(d) 요건을 만족하는
대체진술서가 그 자에 관하여 선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경우, 또는 ③ AIA §115(e) 요
건을 만족하는 양도증이 그 자에 의하여 선출원에 관하여 서명되었고 선출원과 관련하
여 등재된 경우. 즉, CIP 출원을 포함하여 계속출원에서는 선출원의 발명자 선언서 (또
는 대체진술서, 양도증-선언서)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335) 선출원에서 선언
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발명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선언서가 요구될 뿐이다.

(2) 재등록 출원의 경우
35 U.S.C. §115 & §251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등록 실무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① 재등록 발명자의 선언서에 "without any deceptive intent"에 관한 진술을 넣어야 한다
는 요건을 삭제한다. ② 보충 선언서에 대한 요건을 삭제한다. ③ 클레임 범위의 확장을
구하는 재등록 출원의 경우 발명자 선언서에 그 확장을 구하는 클레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④ 클레임 발명을 넓히면서 동시에 좁히는 클레임은 확장된 것으로 취급됨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35 U.S.C. §251 규정의 개정에 따라,336) 원특허의 출원이 모든 권리의 양수
인에 의하여 출원되었던 경우,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특허의 재등록 출원에서 발명
자의 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재등록 출원이 “확장” 재등록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37) 그러나 출원이나 특허를 발명자로부터 획득한 양수인의 경
우 (즉, 발명자 자신이 출원을 하였고, 그 후에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여전히
확장 재등록을 구할 수 없다.

334) 35 U.S.C. §115(g)(1)
335) 37 CFR 1.63(d)
336) AIA Section 4(b)(2): pre-AIA §251의 세 번째 문장의 "claims of the original patent" 뒤에 "or the application for
the original patent was filed by the assignee of the entire interest“를 삽입한다.
337) pre-AIA에서는 양수인이 확장 재등록을 구할 수 없었다. 35 U.S.C. §25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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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향 및 대책
pre-AIA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양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은 곧 발명자를
의미하였지만, AIA에서는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그 출원인의 명의를 양수인 또는 발명
자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특히, 직무발명에서 종업원이 미국 출원에 대해 발명자 선언
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pre-AIA에서는 사용자(양수인)인 회사가 미국에 출원
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AIA에서는 사용자가 양수인의 자격으로 미국에 직접 출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IA에 의하면, 한국출원에 기초하여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 미국출원의 출원인 명
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수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한
다.
미국 출원이 양수인 명의로 출원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은 양수인에 의하여 서
명되어야 하며, 출원공개 되는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양수인의 이름이 출원인으로서 표
기된다. 만일 미국출원의 출원공개 시에 양수인의 이름이 타인(즉, 경쟁사)에게 공개되
는 것을 꺼린다면 출원인을 발명자로 하여 출원한 다음 출원공개 후에 양도증을 제출할
수 있다.

AIA에서 발명자 선언서 요건이 간소화되었지만, 대체진술서로 대신하지 않는 이
상 여전히 발명자에 의하여 서명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명자 선언서
는 출원의 허여상태로 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를 허용하였지만 가급적 미국출
원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의 심사기간이 경과하면서 사정 변경으로 인
하여 발명자로부터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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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 대상
1. 세금 전략
35 U.S.C. §102/§103 규정에 따른 발명의 평가에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피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클레임인 경우, 그것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클레임 발명은 선행기술과 차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
하면 선행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338) 여기서, 납세의무(tax liability)라는 용어는, 세
금의무를 징수하거나 부과하거나 평가하는 법령이나 규칙 등을 포함하여, 연방법, 주법,
지역법 또는 외국법에 따른 모든 세금부담의무를 의미한다.339)

2007년 하원 법안에서는 35 U.S.C. §101 규정에 "a patent may not be obtained for
a tax planning method" 문구 및 세금 관련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었다.340) 그러다가 AIA
에서는 35 U.S.C. §102에 대한 ‘성문화되지 않는 개정’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AIA에서 세금 전략에 대해, 특허적격성의 예외로서가 아니라 선행기술과 차별성이 없
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세금 전략을 클레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미리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
으로 충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규정은 2011년 9월 16일에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모든 출원에 대해 적용된다.341) 따라서 2011년 9월 16일 이후에는 세금 전략에 대한 어
떠한 특허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발명의 해당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42) ① 세금 신고와
관련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전송하고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금 환급이나 세금 신고
를 준비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방법, 장치,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또는 시스템. ②
세금 전략과 분리할 수 있거나 납세자나 세금 전문가에 의한 세금 전략의 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한도에서, 재정 관리로만 사용되는 방법, 장치,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또는 시스템.
본 규정은 세금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데이터를 오로지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세
금 준비 소프트웨어나 기타 툴(tool)로 구성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부정하고자 의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로서 신규하고 비자명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
소프트웨어가 세금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신규하고 비자명한 전략을 구현한 종

338)
339)
340)
341)
342)

AIA Sec. 14(a)
AIA Sec. 14(b)
Patent Reform Act of 2007, H.R. 1908, 110th Cong., sec. 10(a)(2).
AIA Sec. 14(e)
AIA Sec.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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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기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35 U.S.C. §102/§103 규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
다.343)
한편, 본 규정의 내용은 다른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거나 다른 영업방법
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344) 본 규정은 세금 전략
관련 규정이 영업방법의 특허적격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
가된 것이다.345)
Pre-AIA

AIA
Sec. 14, 125 Stat. at 327
과세의무를줄이거나피하는등에관한발명은선행기술인것으
로간주함.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출되는
모든출원및2011.9.16. 이후에등록되는모든특허

<new>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 112-29,sec. 14, 125
Stat. 284 provides as follows:
(a) IN GENERAL.- For purposes of evaluating an invention under
section 102 or 103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any strategy for
reducing, avoiding, or deferring tax liability, whether known or
unknown at the time of the invention or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be deemed insufficient to differentiate a claimed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b)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tax
liability'' refers to any liability for a tax under any Federal, State,
or local law, or the law of any foreign jurisdiction, including any
statute, rule, regulation, or ordinance that levies, imposes, or
assesses such tax liability.
(c) EXCLUSIONS.-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at part of an
invention that- (1) is a method, apparatus, technology, computer
program product, or system, that is used solely for preparing a tax
or information return or other tax filing, including one that
records, transmits, transfers, or organizes data related to such
filing; or
(2) is a method, apparatus, technology, computer program product,
or system used solely for financial management, to the extent that
it is severable from anytax strategy or does not limit the use of
any tax strategy by any taxpayer or tax advisor.
(d) RULE OF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ly that other business methods are patentable or
that other business method patents are valid.
(e) EFFECTIVE DATE; APPLICABILIT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ept. 16,

343) H. Rep. No. 112-98, at 79 (2011).
344) AIA Sec. 14(d). 이 규정은 2011년 3월 상원 floor managers' amendment에서 추가된 것이다. 157 Cong. Rec. S1367
(daily ed. Mar. 8, 2011).
345) 157 Cong. Rec. S1380 (daily ed. Mar.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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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nd shall apply to any patent application that is pending on,
or filed on or after, that date, and to any patent that is issued on or
after that date.]

2. 인체기관
AIA에서는 인체기관(human organism)을 청구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클레임은 특허
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346) 본 규정은 "human cloning"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하고자 규정한 것인데,347) 다음과 같은 클레임들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① 동물이나 인간에서 얻었는지 또
는 합성적으로 생산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리고 동물이나 인간에서 발견된 것과 그
화학구조가 동일하거나 구별되는지를 불문하고, 핵산,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항체 및
호르몬 등의 화학 화합물이나 합성물; ② 동물, 인간 또는 기타 근원으로부터 얻었는지
를 불문하고, 줄기세포, stem cell derived tissues, stem cell lines, viable synthetic organs 등,

human intervention을 통하여 생산된 세포, 조직, 기관 또는 기타 신체요소; ③ vitro
fertilization을 통한 배아 생성방법,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방법, 의학적 또는 유전적 치
료, 번식력 향상 방법, 배아 착상 방법 등, 인체기관을 생성하고 변형하고 처치하는 방법;

④ 유전자 도입(transgenic) 식물이나 동물,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모델 등, 인체기관
으로부터 추출된 하나 이상의 유전자와 결합하는 비인체기관.
본 규정은 AIA 시행일 당시에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에 제출된 출원에 대해 적용
되며, 이 적용을 받지 않는 출원에 대해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USPTO에 의하면, AIA의 본 규정은 “인간을 포괄하는 클레임은 특허받을 수 없다”
는 종전의 법률 및 USPTO의 실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인체기관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USPTO의 기존 방침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48)349)

346) AIA Sec. 33. 이 규정은 2011년 6월 하원 floor managers' amendment에서 추가된 것이다. 157 Cong. Rec. H4448-51
(daily ed. June 22, 2011).
347) 본 규정은 2003년에 처음 채택된 바 있는 소위 "Weldon amendment"를 성문화 한 것으로, 이는 "human cloning"에
관한 특허를 등록시키는데 USPTO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하는 것이었다.
348) USPTO Memorandum, "Claims Directed to or Encompassing a Human Organism", Sept. 20, 2011.
349) MPEP 2105 ("If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encompasses a human
organism, then a rejection under 35 U.S.C. 101 and AIA sec. 33(a) must be made indicat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directed to a human organism and is therefore nonstatutory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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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L. 111-117
Weldon Amendment (2004년):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is
[appropriations] act may be used to issue patents on claims
directed to or encompassing a human organism."

Sec. 33, 125 Stat. at 340
"human organism"을청구하는클레임은특허받을수없다고법
제화함.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출되는
출원

35 U.S.C. 101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 112-29,sec. 33, 125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Stat. 284 provides as follows: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 LIMITAT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may issue on a claim directed to or encompassing a human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rganism.
of this title.
(b) EFFECTIVE DATE.
(1) IN GENERAL.- Subsection (a) shall apply to any application
for patent that is pending on, or filed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ept. 16,2011].
(2) PRIOR APPLICATIONS.- Subsection (a)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patent issued on an application to which paragraph
(1) does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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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3자 정보제공제도
pre-AIA에서는 제3자가 특허등록을 제지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
USPTO의 심사단계에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출원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350) AIA는 35 U.S.C. §122를 개정하여

§122(e)를 신설하였으며, 제3자는 계속 중인 출원의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소정 기한
내에 특허심사와 관련한 특허, 공개출원 또는 기타 간행물을 USPTO에 제출(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할 수 있다.351)
USPTO는 기존의 정보제공에 관한 37 CFR 1.99를 삭제하고 대신 37 CFR 1.290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protest 규정(37 CFR 1.291)도 제3자 정보제공의 개정내용과 일관
되게 개정하였다.352) 한편, Public Use Proceedings 규정(pre-AIA 37 CFR 1.292)은 삭제되
었는데, 이는 AIA에서 도입된 PGR 절차에서 그와 같은 공용(public use)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공용에 관한 정보는 AIA 37 CFR 1.291 규정의 protest를
통하여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제3자가 제출할 수 있다.
Pre-AIA

AIA
Sec. 8, 125 Stat. at 315
§122. 제3자정보제공시기개정
- before the date of notice of allowance, six months after the publication
date, or the date of first rejection, whichever is earlier.
적용대상: 2012.9.16. 발효되며, 그이전이나이후에제출된모든
출원

<new>

§ 122(e) 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
―
(1) IN GENERAL.―Any third party may submit for consideration

350) pre-AIA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 제도는 37 CFR 1.99 (Third-party submission in published
application), 37 CFR 1.291 (Protests by the public against pending applications) 및 37 CFR 1.292 (Public use
proceedings)에 규정되어 있다. 35 U.S.C. §122(c) 규정에 의하면, USPTO는 출원의 특허허여에 대한 protest 또는
기타 다른 형식의 pre-issuance opposition이 그 출원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출원공개 이후에 개시될
(initiated) 수 없도록 관련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PTO는 제3자가 (출원인의 서면 동의 없이) 출원공개
후에, 37 CFR 1.291 규정의 protest를 제출하거나 37 CFR 1.292 규정의 public use proceeding을 개시하는 것을 금지
한다.1) 35 U.S.C. §122(c) & 37 CFR 1.99, 1.291, 1.292 규정은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제3자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 규정들로 인하여, 계속 중인 출원의 심사를 PTO 자신의
발의로 독자적으로 재개하여 출원 클레임의 특허성에 관련성 있는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PTO의 권한이 제한되
는 것은 아니며, 37 CFR 1.99 규정의 공개출원에 대한 제3자 정보제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영, 미국특허법 (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834-839면 참조.
351) AIA §122(e)(1). 현행법에 비하여, AIA는 정보제공 제출 가능기간을 늘리고, 인용자료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반면, 출원인도 심사과정에서 그 제출된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그와 차별화된 클레임으로 등
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제도는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52) 77 FR 42150 "Changes To Implement the 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 Provision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July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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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clusion in the record of a patent application, any patent,
published patent application, or other printed publication of
potential relevance to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if such
submission is made in writing before the earlier of―
(A) the date a notice of allowance under section 151 is given or
mailed in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B) the later of.
(i)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atent is
first published under section 122 by the Office, or
(ii) the date of the first rejection under section 132 of any claim by
the examiner during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2) OTHER REQUIREMENTS.―Any sub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A) set forth a concise description of the asserted relevance of
each submitted document;
(B) be accompanied by such fee as the Director may prescribe;
and
(C) include a statement by the person making such submission
affirming that the submission was made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1. 입법 경과353)
AIA §122(e) 규정은 상원과 하원의 논의과정에서 한결같이 우호적으로 검토되었
는데, 이 규정은 공중으로 하여금 USPTO의 실수를 정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
이며, 공중에게 이미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이
라고 설명하였으며,354) 또한 공중의 지식을 이용하여 심사의 효율성 및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55)

AIA §122(e) 규정은 USPTO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제출이 “최초의” 출원공개 후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USPTO는 그 요청 이유로서, (i) 재공개
는 압도적으로 클레임을 좁히는데, 이 경우 선행기술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공
개 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ii) 보다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재공개는 최
초 OA 후에 발생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허용한다면 이를 위하여 재공
개일로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심사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

353)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p.493-94.
354) 157 Cong. Rec. S1326 (daily ed. Mar. 7, 2011) (statement of Sen. Sessions).
355) 157 Cong. Rec. S1097 (daily ed. Mar. 2, 2011) (statement of Sen. H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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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다.356)

2. 정보제공의 대상
정보제공은 정규(non-provisional)의 실용 • 디자인 • 식물 출원 및 그에 대한 계속출
원에 대해 적용된다. AIA의 제3자 정보제공 규정은 2012년 9월 16일자로 효력을 발생하
며, 그 날 이전에 또는 그 후에 제출된 출원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USPTO의 규칙 개정(안)에서는 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제3자 정보제공을 적용하
는 것으로 제안하였다.357) 그러나 최종 규칙에서는 재등록 출원에 대해서 post-issuance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AIA §122(e)의 pre-issuance 정보제공은 재등록 출원에 대
해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재등록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
는 37 CFR 1.291 Protest 규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358) 또한, 제3자 정보제공은 재심
사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사 절차도 등록 후의 절차이기 때문이다.359)

3. 제출 시기
제3자 정보제공(submission)은 ① 허여통지서(Notice of Allowance)의 발송일, 또는

② 출원이 최초로 출원공개된 후 6개월 또는 심사관의 클레임에 관한 최초 거절 통지일
중 늦은 날, 중에서 보다 빠른 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에는 각 제출문서의
관련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 수수료, 및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제공이 법규에 따라 이
루진 것임을 확인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360)

4. 제출 요건
(1) 제출물
정보제공은 적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①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리스트; ② 각 항목의 관련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

③ 미국특허가 아닌 문헌의 사본; ④ 외국어로 된 항목이 있는 경우, 그 번역문; ⑤ 정보
356) 157 Cong. Rec. S1377 (daily ed. Mar. 8, 2011)
357) Changes to Implement the 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 Provision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77 FR 448, 449 and 451 (Jan. 5, 2012)
358) See MPEP 1441.01 (providing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the filing of a protest after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under 35 U.S.C. 122(c) is not applicable to a reissue application").
359) See 35 U.S.C. §302 and 35 U.S.C. §311.
360) AIA §122(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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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제출자의 진술; 및 ⑥ 수수료.361)
정보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특허공보 또는 기타 간행물로 제한되며, 공용
사실과 같은 것은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제출 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362)
제3자는 이미 출원 기록상에 있는 문헌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 문헌에 관하여
이전에 심사관에 의하여 고려되지 않았던 추가의 정보(설명)를 제공하고자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2) 수수료
제3자 정보제공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363) 다만, 제3자가 당해 출원에 대
해 최초로 정보제공하면서 3개 이하의 문헌을 제출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심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제3자가
당해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도 또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 제출 방식 및 처리 절차
(1) 제출 방식
제3자 정보제공은 EFS-We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
러 first-class mail,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Express Mail service 또는 인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팩스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364) 제3자 정보
제공이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출원의 IFW로 들어가
는 것은 아니며, USPTO는 그 전에 법적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2) 정보제공 요건을 미준수한 경우
제3자 정보제공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면 IFW로 들어가서 심사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IFW로 들어가지 않고 폐기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정보제공의 법정기간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USPTO에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
제출자는 그에 대해 보정할 수도 없다.365) 정보제공을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표시한 경

361)
362)
363)
364)

37 CFR 1.290(d)
H.R. Rep. No. 112-98, 112th Cong., 1st Sess. 48, n.43, n.45 (June 1, 2011)
37 CFR 1.290(f)
See 37 CFR 1.6(d)(3).

- 117 -

우라면 USPTO는 요건 미준수 사실 및 그 이유를 그 이메일 주소로 통지한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그러한 통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 미준수 통지 및 요건 미준수
된 정보제공은 출원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3) 정보제공이 적법하게 접수된 경우
적법한 정보제공이 제출되면, 그 출원인이 "Office's e-Office Action" 프로그램에 가
입한 경우 USPTO는 그 출원에 대해 제3자 정보제공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한다. 이 통지
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제공된다.
정보제공을 제출한 제3자는 출원인에게 그 서류를 송부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출원인은 PAIR 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USPTO에서 강조하기를, 정
보제공으로 제출된 문서를 출원인이 IDS로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65)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정보제공을 제출한 자는 아직 그 법정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새로 정보제공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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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선심사
USPTO는 2010년 6월에 3-Track 심사절차(안)에 대해 공시하였고,366) 그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Prioritized Examination (PE; Track 1)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PE 프로그램의 목표는 출원 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12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다.367) 2011년 AIA가 제정되면서 PTO의 Track 1 final rule에 상당하는 PE 규정을 담고
있는 바,368) 2011년 9월 26일 이후에 출원된 원(original) 실용 • 식물 출원에 대해 PE를
청구할 수 있다.369) 아울러, 신규의 출원 뿐만 아니라 RCE를 제출한 출원에 대해서도

PE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370)
그리고 AIA에는 다음과 같은 두 방식의 우선심사(Priority Examination)에 관한 규
정을 추가하였다.

1. 중요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AIA에서는, Director가 미국의 경제나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 방법이나 기술에 대
한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으로 추가 수수료 없는 우선심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371)

366) Enhanced Examination Timing Control Initiative; Notice of Public Meeting, 75 FR 31763 (June 4, 2010), 1355 Off.
Gaz. Pat. Office 323 (June 29, 2010).
3-Track(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quest prioritized examination of an original utility or plant nonprovisional application (Track I);
(2) request a delay in docketing the application for examination by filing a request for delay in payment of the search
fee, the examination fee, the claims fees and the surcharge (if appropriate) for a maximum period not to exceed thirty
months in an original utility or plant application filed under 35 U.S.C. §111(a) (Track III); or
(3) obtain processing under the current examination procedure (Track II) by not requesting either Track I or Track
III processing.
367) USPTO는 "Track 1 final rule"(2011.4.4.)에서 2011년 5월 4일부터 PE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Changes to Implement
the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Track I) of the Enhanced Examination Timing Control Procedures, 76 FR 18399
(Apr. 4, 2011)), 심사관 충원 문제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 29일에 USPTO는 다음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그
시행을 늦춘다고 공시한 바 있다 (Changes To Implement the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Track I) of the
Enhanced Examination Timing Control Procedures, 76 Fed. Reg. 23876 (April 29, 2011)).
368) AIA Sec. 11(h)
369) 76 FR 59050 (Sept. 23, 2011) ""Changes To Implement the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Track I) of the Enhanced
Examination Timing Control Procedures Under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1371 OG 151 (October 18,
2011)
370) 76 FR 78566 (Dec. 19, 2011) "Changes To Implement the Prioritized Examination for 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37 CFR 1.102. 본 개정은 2011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되며, 그 일자 전후에 RCE가 제출된 출원에
도 적용된다.
371) AIA Sec. 25. AIA §2(b)(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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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심사료 납부에 의한 우선심사
AIA는 실용 • 식물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료($4,80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우선심사 적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선심사를 허용한다.372) 다만, 규칙으로 달리 정하
지 않는 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은 독립항 4항, 전체 클레임 30항을 초과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보정될 수 없으며, PTO는 1회계년도에서 1만 건을 초과하는 우선심사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373)
Pre-AIA
<new>

<new>

AIA
Effective Sept. 16, 2012, pursuant to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 112-29, 125 Stat. 284,35 U.S.C. 2(b)(2)
will read as follows:
35 U.S.C. 2 (b) SPECIFIC POWERS.- The Office (2) may establish regulations, not in consistent with law, which (A) - (F) (omitted)
(G) may, subject to any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Director and
at the request of the patent applicant, provide for prioritization of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products, processes, or
technologies that are important to the national economy or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out recovering the aggregate extra
cost of providing such prioritization, notwithstanding section 41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 112-29,sec. 11(h)-(j),
125 Stat. 284 provides as follows:
(h) PRIORITIZED EXAMINATION FEE.- (1) IN GENERAL.(A) FEE.- (i) PRIORITIZED EXAMINATION FEE.- A fee of
$4,800 shall be established for filing a request, pursuant to
section2(b)(2)(G)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for prioritized
examination of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for an original utility
or plant patent.
(ii) ADDITIONAL FEES.- In addition to the prioritized
examination fee under clause (i), the fees due on an application
for which prioritized examination is being sought are the 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s (including any applicable excess
claims and application size fees), processing fee, and publication
fee for that application.
(B) REGULATIONS; LIMITATIONS.- (i) REGULATIONS.The Director may by regulation prescribe conditions for
acceptance of a request under subparagraph (A) and a limit on the
number of filings for prioritized examination that may be
accepted.

372) AIA Sec. 11(h)(1)(A). 우선심사료는 Small Entity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Micro Entity에 대한 70%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AIA Sec. 11(h)(2)
373) AIA Sec. 11(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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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ii) LIMITATION ON CLAIMS.- Until regulations are
prescribed under clause (i), no application for which prioritized
examination is requested may contain or be amended to contain
more than 4independent claims or more than 30 total claims.
(iii) LIMITATION ON TOTAL NUMBER OF REQUESTS.The Director may not accept in any fiscal year more than 10,000
requests for prioritization until regulations are prescribed under
this subparagraph setting another limit.
(2) REDUCTION IN FEES FOR SMALL ENTITIES.- The
Director shall reduce fees for providing prioritized examination of
non-provisional applications for original utility and plant patents
by 50 percent for small entities that qualify for reduced fees under
section41(h)(1)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3) DEPOSIT OF FEES.- All fees pai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credited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ppropriation Account, shall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and may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section
42(c)(3)(A) of title35, United States Code.
(4) EFFECTIVE DATE AND TERMINATION.- (A)
EFFECTIVE DATE.- This subsection shall take effect on [Sept.
26, 2011] the date that is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B) TERMINATION.- The fee imposed under paragraph
(1)(A)(i), and the reduced fee under paragraph (2), shall terminate
on the effective date of the setting or adjustment of the fee under
paragraph (1)(A)(i)pursuant to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under
section 10for the first time with respect to tha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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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수료 규정
1. 수수료 인상
AIA에 의해 2011년 9월 26일자로 거의 모든 특허청 수수료 항목에 대해 15% 인상
을 단행하였다.374) 또한, 전자출원이 아닌 경우, $40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여
전자출원을 장려하고 있다.375) 이는 디자인 • 식물 출원과 임시출원을 제외한 "original"

(즉, non-reissue) 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Small Entity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된다.

2. Micro Entity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pre-AIA의 50% 감면이 적용되는 small entity 조항에 부가
하여 micro entity 기준을 신설하여 거의 모든 수수료에 대해 약 75% 감면을 제공한
다.376) 여기서, micro entity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출원인을 말한다:377) ①

small entity 자격을 가진 자, ② 외국출원, 임시출원 또는 기본국내수수료가 납부되지 않
았던 국제출원을 제외하고, 발명자로서 기명된 이전의 특허출원이 4건 이하인 자, ③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달력년(calendar year)의 전년도 총수입이 통계청(Bureau of

Census)의 최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그 달력년의 평균 가계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
는 자, 및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관련 출원에서, 양도나 이전이 없으며, 계약이
나 법적으로 라이선스, 기타 소유권 권리를 양도나 이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의 출원인도 micro entity 자격을 갖는다:378) ① 출원인의
주된 수입원인 직장이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101(a) 규정의 고등교육기관에 해
당하는 경우, 또는 ② 출원인이 특정 출원에 대한 라이선스나 소유권을 그러한 고등교
육기관에 양도 • 이전했거나 계약이나 법에 의해 양도 •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AIA에서는 micro entity 감면 혜택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여 그
자격 기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74) AIA Sec. 11(i)(1)
375) AIA Sec. 10(h). "Fee for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ther Than by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76 FR 70651 (Nov.
15, 2011). 2012년 11월 15일 발효.
376) AIA Sec. 10(b)
377) AIA §123(a)
378) AIA §1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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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new>

AIA
§ 123. Micro entity defined
(a) IN GENERAL.―For purposes of this title, the term ‘micro
entity’ means an applicant who makes a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1) qualifies as a small entity, as defined in regulations issued by
the Director;
(2) has not been named as an inventor on more than 4 previously
filed patent applications, other than applications filed in another
country, provisional applications under section 111(b), 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treaty defined in section
351(a) for which the basic national fee under section 41(a) was
not paid;
(3) did not, in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pplicable fee is being paid, have a gross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61(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exceeding 3 times the median household income for that
preceding calendar year, as most recently reported by the Bureau
of the Census; and
(4) has not assigned, granted, or conveyed, and is not under an
obligation by contract or law to assign, grant, or convey, a license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n the application concerned to an
entity that, in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pplicable fee is being paid, had a gross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61(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exceeding 3 times the median household income for that
preceding calendar year, as most recently reported by the Bureau
of the Census.
(b) APPLICATIONS RESULTING FROM PRIOR
EMPLOYMENT.―An applicant is not considered to be named
on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for purposes of subsection (a)(2)
if the applicant has assigned, or is under an obligation by contract
or law to assign, all ownership rights in the application as the
result of the applicant’s previous employment.
(c)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If an
applicant’s or entity’s gross income in the preceding calendar year
is not in United States dollars, the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 as report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during that
calendar year sha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s
or entity’s gross income exceeds the threshold specified in
paragraphs (3) or (4) of subsection (a).
(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micro entity shall include an applicant who
certifies that―
(1) the applicant’s employer, from which the applicant obtains the
majority of the applicant’s income, is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a)); or
(2) the applicant has assigned, granted, conveyed, or is unde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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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obligation by contract or law, to assign, grant, or convey, a license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n the particular applications to such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e) DIRECTOR’S AUTHORITY.―In addition to the limits
imposed by this section, the Director may, in the Director’s
discretion, impose income limits, annual filing limits, or other
limits on who may qualify as a micro entity pursuant to this
section if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such additional limits are
reasonably necessary to avoid an undue impact on other patent
applicants or owners or are otherwise reasonably necessary and
appropriate. At least 3 months before any limits proposed to be
impos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take effect, the Director shall
inform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Senate
of any such propose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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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SIR의 폐지
pre-AIA의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은 USPTO의 심사 없이 일정 요건에 따
라 출원인의 신청으로 출원발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379) 일반적으로 SIR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 타인이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인데, 1999년 AIPA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의 출원이 출원공개되고 그 공
개출원이 SIR과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380) 그에 따라 SIR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AIA에서는 SIR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381)
Pre-AIA
AIA
35 U.S.C. 157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Effective March 16, 2013, 35 U.S.C 157 is repealed by the
(a)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itle,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112-29, sec. 3(e),
Director is authorized to publish a statutory invention 125 Stat. 284.
registration containing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of a regularly filed application for a patent without
examination if the applicant
(1 )meet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12 of this title;
(2)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for printing, as
set forth in regulations of the Director;
(3) waives the right to receive a patent on the invention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and
(4) pays application, publication, and other processing
fees established by the Director.
If an interference is declared with respect to such an
application, a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may not
be published unless the issue of priority of invention is
finally determined in favor of the applicant.
(b) The waiver under subsection (a)(3) of this section by
an applicant shall take effect upon publication of the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c) A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pu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have all of the attributes specified
for patents in this title except those specified in section
183 and sections 271 through 289 of this title. A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hall not have any of
the attributes specified for patents in any other
provision of law other than this title. A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publ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give appropriate notice to the public,
pursuant to regulations which the Director shall issue,
of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The
invention with respect to which a statutory invention
certificate is published is not a patented invention for
purposes of section 292 of thi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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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d) The Director shall report to the Congress annually
on the use of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s. Such
report shall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degree to
which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re making
use of the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ystem, the
degree to which it aids the management of federally
developed technology, and an assessment of the cost
savi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es of such
procedures.

AIA

379) pre-AIA §157 (2000)
380) AIPA (1999년) 개정법에 의하여 출원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원공개된 출원도 특허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
로 35 U.S.C. §102 규정의 선행기술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출원공개 대상의 출원에 대해서는 SIR 제도를 이용
할 실익이 거의 없어졌다.
*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s and Defensive Publications (1977~2011)

연도

77~95 96~00 01~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U.S. Origin

1,788

367

198

28

26

20

5

15

14

2,461

Foreign Origin

217

46

6

4

3

0

1

2

1

280

Total

2,005

413

204

32

29

20

6

17

15

2,741

<출처: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sir.pdf>
381) Effective March 16, 2013, 35 U.S.C 157 is repealed by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112-29, sec.
3(e), 125 Stat.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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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등록 후의 재심제도
pre-AIA에서 등록특허 후의 USPTO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기서 (Disclaimer); ②
정정증명서 (Certificate of Correction; CoC); ③ 재등록 (Reissue) 절차; ④ Ex Parte

Reexamination (EPR) 절차; ⑤ Inter Partes Reexamination (IPR) 절차.
AIA에서는 위 ①-④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가하였는데,
Inter Partes Review (IPRev) 절차는 pre-AIA의 IPR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다:

① Inter Partes Review (IPRev);382)
② Post-Grant Review (PGR);383)
③ Transitional Post-Grant Review for Business Method Patents (BMR);384)
④ Supplemental Examination (보충심사).385)
PGR 절차는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O로 모든 특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PRev 절차는 그 이후에 제3자가 선행 특허나 간행물을 근
거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386) PGR 및 IPRev 절차는 PTAB에서 수행되며,387) 그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5 U.S.C. §§141-144에 따라 CAFC로 항소할 수 있으나388) 지방법원
의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재고를 받을 수는 없다.
제3자가 다투고자 하는 특허가 있는 경우, 신설된 PGR 및 IPRev는 그 제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EPR389)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제3자는 자
신의 사업과 관련한 기술분야에서 신규 등록특허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특
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면 더 이상 PGR 또는 IPRev를 추진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

382) AIA Sec. 6(a). pre-AIA의 Inter Partes Reexamination은 "IPR"로 약칭하고, AIA의 Inter Partes Review는 그와 구별하
기 위하여 "IPRev"로 약칭한다.
383) AIA Sec. 6(d)
384) AIA Sec. 18
385) AIA Sec. 12
386) 개정법 찬성론자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특허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에 의하
면, 본 개정의 절차는 양 당사자가 공평하게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실용적인 대체수단(viable alternative)으로 되
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믿는 것 같다고 반박한다. Rick Mescher, "Is Patent Reform Finally On Its Way?", March
24, 2011.
<http://www.technologylawsource.com/tags/patent-reform-act-of-2011/>
387) AIA §316(c), §326(c)
388) AIA §319, §329. 현행법에 의하면, EPR에서의 특허권자는 Board 심결에 대해 §141에 따라 CAFC로 직접 항소하
거나 §145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항소하여 사법적 재고를 구할 수 있다.
389) EPR의 실체심사는 USPTO의 Central Reexamination Unit (CRU)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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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경과
AIA에서는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재심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한
편 특허권자로 하여금 등록특허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보충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한편, 종전의 EPR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특허
권자는 선행기술에 기초한 특허의 무효가능성을 치유할 수도 있다.
특허출원

출원공개

심사

등록

6개월
st
or 1 OA일
제 3자
자 정보제공

9개월

Post-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USPTO

PTAB

CAFC

Ex Parte Reexam.
심사관
PTAB
CAFC

1. IPRev 제도의 개정
AIA에서는 35 U.S.C. Chapter 31의 IPR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Post-Grant
Review"라는 새로운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Chapter 32를 추가하였다. 미국 특허법 개혁
논의는 크게, ① 특허품질 개선의 관점, ② 특허남용 억제의 관점 및 ③ 국제적 정합성

(통일화)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허품질 개선의 관점에서 특허등록 전후에 제3자
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PRA 2005에서 Post-Grant Review 제도의 창설이 제안되었으며, 2009년 의회는
USPTO로 하여금 inter partes reexaminations를 사법적 절차(adjudicative proceedings)로 작
용하도록 허용하고, inter partes & post-grant 절차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절차
들에서 특허권자의 다양한 절차적 보호수단을 추가하였다. AIA에서 IPR을 심사절차에
서 재판절차로 변경하면서 그 명칭을 "Inter Partes Review"로 바꾸었으며, 2011년

Committee Report에서 종전의 IPR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390)
390) H.R. Rep. No. 112-98, at 4648 (2011). 본 최종 Committee Report에는 그 후 법 조문의 변경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AIA와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위 본문에서는 AIA §규정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post-grant review is required to be instituted nine months after the grant of the patent, not the twelve months that the
Report noted,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d), § 321(c), 125 Stat. at 306; (2) a person who files a
petition for inter partes or post-grant review is barred from seeking, but not from maintaining, a (previously or
simultaneously filed) action for a declaratory judgment that the patent is invalid, but any such action will be stayed
until the patent owner countersues for infringement, see id. sec. 6(a), (d),§ 315(a), 325(a), 125 Stat. at 30001, 307;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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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IPRev 개시요건의 강화: IPRev의 개시기준이 종래의 SNQP에서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RLS)로 보다 높아졌다. 종래의 SNQP 기준에서는 청구 건의 약
95%에 대해 절차 개시가 허여되었다. RLS 기준의 만족 여부는 청구인의 신청서 및 특
허권자의 답변서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⑵ 금반언: IPRev를 사용한 자는 그 절차에서 제기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사항을 그 뒤의 PTO 절차(예: EPR 또는 IPRev)에서 제기할 수 없는 금반언이
적용된다.

⑶ 1999년 제한의 폐지: pre-AIA §IPR에서 1999년 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한 제한이 폐지되고, IPRev에서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특허에 대해 다
툴 수 있다.

⑷ 입증책임: 신청인은 IPRev에서 증거의 우세성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⑸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의 제한: 민사소송 동안 IPRev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
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IPRev를 청구하여야
하며, 특허가 무효라는 확인소송을 제출하였다면 IPRev를 청구할 수 없다.

⑹ Discovery: 당사자들은 선언서나 선서서를 제출한 증인을 deposition할 수 있으
며, 정의실현상(interest-of-justice) 필요한 경우 discovery를 구할 수 있다.

⑺ 처리 기한: IPRev는 그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다만
USPTO는 상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⑻ 구두 심문(oral hearing): 각 당사자는 IPRev의 일부로서 구두심문을 신청할 권한
을 가진다.

⑼ 3명의 패널: IPRev는 3명의 심판관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 심결에 대해서는
CAFC로 직접 항소할 수 있다.

2. PGR 제도의 창설
AIA에서는 특허 등록일 또는 특허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내에 이용할 수 있
는 새로운 post-grant opposition 절차를 창설하였다. IPRev 절차와는 달리, PGR 절차에
서는 특허 무효성에 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PGR 제도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 특허에 대해 보다 일찍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신규성이나 비자명성 외에도 다른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

(3) a petitioner who completes a post-grant review of a patent will subsequently be estopped in a civil action from
raising not only those issues that were raised and decided in the post-grant review, but also those issues that he could
have raised in the post-grant review, see id. sec. 6(d), §325(e)(2), 125 Stat. at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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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pre-AIA IPR에서는 선행특허와 간행물로 그 증거가 한정되는 것에 반해 on sale,

public use 등을 포함해 폭넓은 무효 증거의 제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USPTO 절차에서도 증거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제3자가 특허의 무효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었는데, AIA에서 비로소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PGR 절차가 도입되었다.

PGR 절차의 창설에 대해서는 2001~06년의 의회 청문회에서 검토되었는데, 특허전
문가기관 및 많은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2004년 House Intellectual

Property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AIPLA는 PGR과 관련하여 AIA와 거의 비슷한 법안
을 제출하였다.391) AIPLA 법안은 PGR 청구기간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로 한정하였는
데, 상하원 법안에서는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소당한 자392) 또는 특허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한 자는393) 특허기간 중 언제든지 PGR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AIA에서 PGR 청구기간은 결국 AIPLA 법안
과 같이 등록일로부터 9개월로 규정되었다.

2010년 초반, Leahy-Sessions managers' amendment는 IPR과 PGR 절차를 재판절차
(adjudicative proceeding)로 바꾸었으며, PGR과 IPR의 개시기준을 강화하였다.394) 이러한
변경은 USPTO가 요구한 것이었다.395) 아울러, 특허에 대한 계속적인 다툼의 가능성에
대한 특허권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PGR과 IPR에 대해 절차적 제한을 추가하였
다.396)

3.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과도기적 PGR 프로그램의 창설
AIA에서, BM 특허의 침해로 제소당한 자는 특허기간에 걸쳐 거의 모든 무효사유
에 기초하여 BM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창설하였다. 즉, AIA는 그 제정일로부터

1년 내에, Director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과도기적 Post-grant Review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Review; "BMR") 절차
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하도록 규정한다.397) 이러한 과도기적 절차에는

391) Patent Quality Improvement: Post-Grant Opposition: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ourts, the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08th Cong. (2004) at 3437 (appendix to statement of Michael
Kirk, Executive Director, AIPLA).
392) See H.R. 2795, 109th Cong., sec. 9(f ), § 323 (2005).
393) See S. 1145, 110th Cong. sec. 6(e), § 322(2)(A) (2007); H.R. 1908, 110th Cong. sec. 6(e), § 322(2)(A) (2007) (as
introduced); S. 3818, 109th Cong., sec. 6(a)(1), § 312(2) (2006).
394) For the parallel provision in the 2011 Senate bill, see S. 23, 112th Cong., sec. 5(a), (d) (2011).
395) See 157 Cong. Rec. S1326 (daily ed. Mar. 7, 2011) (statement of Sen. Sessions); id. at S1041 (daily ed. Mar. 1, 2011)
(statement of Sen. Kyl).
396) See S. 23, 112th Cong., sec. 5(a), (d) (2011); 157 Cong. Rec. S1326 (daily ed. Mar. 7, 2011) (statement of Sen.
Sessions); id. at S1367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ohl).
397) AIA Sec. 18. 본 규정은 35 U.S.C. §101에 따른 특허대상에 관한 범주를 개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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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PGR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398)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등록된 BM 특허와 관련하여, 그 당시 USPTO
도 그 분야의 전문 심사관이 많지 않았고 가용한 선행기술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허품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1년 3월 Senate floor managers' amendment에
서 AIA Section 18을 추가하였는데, BMR 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8년

SSB 판결로 CAFC는 BM에 관한 특허를 크게 확장하였는데, 최근 Bilski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BM의 특허성에 대해 그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그 사이 기간 동안에 USPTO
는 상당수의 BM 특허를 등록시켰으며, 그들 중의 많은 특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BMR 절차는 그러한 특허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대체하여 보다 저
렴한 수단을 제공하며, 법원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399)

4. Supplemental Examination (보충심사)의 창설
보충심사는 상원의 "Hatch-Leahy bill of 2006"400) 법안에서 불공정 행위를 기초로
특허를 unenforceable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을 상당히 제약하는 규정으
로 처음 제시되었는데,401) 이 규정은 2007년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Senator

Hatch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결과 2010년 3월 Leahy-Sessions
Managers' Amendment로 상원 법안에 보충심사가 추가되었다.402)
의회에서 보충심사를 허용하게 된 정책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충심사 절차는,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 그 특허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특허
권자로 하여금 그 결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특허의 품질을 향상
시켜 특허권자와 공중에 대해 보다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403)
보충심사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공정 행위 원칙 (inequitable-conduct

doctrine)에 대한 효과로서, 특허권자에 의하여 USPTO로 제출된 정보가 SNQP를 제기하
지 않거나 그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USPTO가 판단하면, 그 정보는 나중에 민사소

서는 안 된다.
398) 다만, AIA §321(c)[Filing Deadline] 및 §325(b)[Preliminary Injunctions], (e)(2)[Civil Actions And Other Proceedings],
(f)[Reissue Patents] 규정은 BMR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399) 157 Cong. Rec. S1367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00) S. 3818.
401) The Hatch-Leahy bill would have barred courts from holding a patent unenforceable because of inequitable conduct
if: (1) the patent owner or his agent had an informed good-faith belief that the information in question was not material;
(2) the patent owner had no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isconduct in question; or (3) the court had not
determined that one or more claims in the patent is invalid. S. 3818 sec. 5(c).
402) S. 515, 111th Cong. (2009). AIA의 보충심사 규정이 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닌데,
Representative Henry Waxman은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 get out of jail free card' 라고
비난하였다. 157 Cong. Rec. E1208 (daily ed. June 24, 2011) (statement of Rep. Waxman).
403) 157 Cong. Rec. S1097 (statement of Sen. H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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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불공정 행위에 기초하여 그 특허를 unenforceable 또는 무효라고 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404) 가령 민사소송에서 보충심사에서의 USPTO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그 정보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다투더라도 그 정보는 불공정 행위를 기초로
그 특허가 unenforceable 또는 무효로 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405)

AIA의 PGR과 IPRev 및 우리의 특허무효심판의 비교
미국 pre-AIA의 IPR은 특허등록 후에 당사자계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인
데, AIA에서는 이를 PGR과 IPRev로 구분하였다. 이 두 절차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신청
시기 및 무효사유라 할 수 있다. 즉, PGR은 특허등록 후 9개월 내에, IPRev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PGR에서는 모든 무효사유에 근거할 수 있지만 IPRev에서는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할 수 있다.
미국 AIA의 PGR과 IPRev 제도는 우리법의 무효심판 제도에 대응하는데, 우리법에
서는 청구시기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한다.406)

(a) 특허등록 후 일정 기간 내의 무효 청구
우리법의 경우 특허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며, 미국법의 경
우 pre-AIA의 IPR에서는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제기
할 수 있었는데 특허침해소송에서와 같이 모든 무효사유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되 이를 특허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PGR 제도를 창설한 것이
다. 미국의 특허등록 후 재심절차(EPR • IPR)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AIA에서 PGR이 새로 도입된 것
이다.

(b) 특허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의 무효 청구
미국 AIA IPRev는 경우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할 수 있음에 비하여 우리 무효심판은 모든 무효사유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와 사실확인을 위하여 discovery 제도가 활용되는데, 특
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 요건은 행정청인 USPTO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불공정 행위나 발명자 자격의 확인 등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404) H.R. Rep. No. 112-98, at 50.
405) H.R. Rep. No. 112-98, at 78.
406) 특허법 제133조제1항. 한편,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의 청구”에 대해서는 제133조제1항제2호(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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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ev vs. PGR vs. EPR >
구분
신청인
적격

Inter Partes Review
누구든지 (특허권자 제외)
실명

Post-Grant Review
누구든지 (특허권자 제외) 실
명

① 등록일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① 원특허 등록일 또는 확장 재
9개월 또는 PGR 절차의 종료일 등록일(단, broadened claim에 대
중 늦은 날 후,
해서만)로부터 9개월 이내; 및
② 신청인이 특허 클레임의 유효 ② 신청인이 특허의 무효성에 관
신청 기간
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 전, 및
③ 신청인이 특허침해 주장의 소
장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누구든지 (특허권자 포함)
익명 가능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언
제든지

신청 사유

특허 • 간행물에 근거한 신규
성 • 비자명성 결여

(단, best mode 요건 제외)

절차개시의
판단기준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More likely than not; or
novel/unsettled legal question

SNQP

절차개시
판단자

USPTO Director

USPTO Director

USPTO Director

burden of
proof

preponderance of evidence

preponderance of evidence

preponderance of evidence

Discovery/
Evidence

Declaration &
Discovery limited depositions of
witnesses submitting affidavits or
declarations & "what is otherwise
necessary in the interest of justice"

Declaration &
Discovery limited to evidence
"directly related to factual assertions
advanced by either party."

특허 정정

가능 (신규사항 추가 금지 및
클레임 범위 확장 불가)

가능 (신규사항 추가 금지 및
클레임 범위 확장 불가)

가능 (신규사항 추가 금지
및 클레임 범위 확장 불가)

인정

인정

인정

신청인이 IPRev신청 후에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원칙적 자동 중지.

신청인이 PGR신청 후에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원칙적 자동 중지.
특허침해소송이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제기되면, 법원은
PGR신청이나 그 절차개시만을
이유로 침해예비금지신청의 심
리를 중지할 수 없음.

명문 규정 없음.

Intervening
Right

소송과의
관계

금반언
(이전 절차
와의 관계)
금반언
(추후 절차
와의 관계)

No estoppel from prior civil action;
종전 IPRev 결정에 의한 금반
언
- Raised or could have raised

모든 무효시유

Ex Parte Reexamination

No estoppel from prior civil action;
종전 PGR 결정에 의한 금반언
추후 PTO, 법원, ITC에서 다툴
수 없음.

- Raised or could have raised

- Raised or could have raised

1~1.5년

판단기관

Board

1~1.5년
CAFC (only)

Declaration

None

- Raised or could have raised

추후 PTO, 법원, ITC에서 다툴
수 없음.

처리기간

특허 • 간행물에 근거한 신
규성 • 비자명성 결여

Board

None

약 2년
CAFC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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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CRU
Board
CAFC (only)

Ⅱ. Inter Partes Review (IPRev) 제도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IPRev)407) 절차는 PGR 신청을 위한 9개월의 기
간이 경과한 후에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pre-AIA의 Inter Partes Reexamination

(IPR)을 “대체”하는 것이며, 선행의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하여 신규성과 자명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한편, AIA에서 pre-AIA의 Ex Parte Reexamination (EPR) 규정
에 대한 개정은 없으므로 제3자가 EPR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다.

IPRev 절차는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reasonable likelihood" 요건을 만족하면 선
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특허 클레임의 특허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며,408) 그 심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자 마련된 절차이다. PTAB는 Director의 Review 절차 개시 통
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
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고 당사자 병합(joinder)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409) IPRev 신청인도 PGR 절차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의 금반언이 적용된다.410)
Pre-AIA

AIA

35 U.S.C.§311-318
제3자는언제든지IIPR을청구할수있음.
- 심사: 특허청심사관

Sec. 6, 125 Stat. at 299
제3자는등록일로부터9개월또는PGR 종료일후에 IPR을청구
할수있음. 다만, 특허소송제기일로부터1년후에는불가.
- 심사: PTAB

개시요건:
- 2011.9.16. 전청구건::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 2011.9.16. 이후청구건: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one of the
challenged claims
특허권자는클레임을보정하거나추가할수있음.

개시요건: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one of the challenged claims.

§316. 특허권자는클레임을보정할수있는1번의기회를가짐
§315. IPR과다른절차와의관계를규정함.
§316. 한정된범위의discovery를허용.
§317. 화해규정있음.

IPR 절차는"special dispatch" 로수행됨.

최종결정은IPR 승인일로부터1년내(최대6개월연장가능).
적용대상: 2012.9.16. 발효되며, 그이전이나이후에등록된모든
특허

CHAPTER 30 PRIOR ART CITATIONS TO OFFICE AND CHAPTER 31. INTER PARTES REVIEW
EX PARTE REEXAMINATION OF PATENTS
Sec.
Sec.
311. Inter partes review.

407) pre-AIA의 "Inter Partes Reexamination"은 "IPR"로 표기하고, AIA의 "Inter Partes Review"는 그와 구별하기 위하여
"IPRev"로 표기한다.
408) 신청인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에 의하여 비특허성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AIA
§316(e)
409) AIA §316(a)(11),, 37 CFR 42.100(c)
410) 37 CFR 42.1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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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301 Citation of prior art.
312. Petitions.
302 Request for reexamination.
313. Preliminary response to petition.
303 Determination of issue by Director.
314. Institution of inter partes review.
304 Reexamination order by Director.
315. 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305 Conduct of reexamination proceedings.
316. Conduct of inter partes review.
306 Appeal.
317. Settlement.
307 Certificate of patentability, unpatentability, and claim 318. Decision of the Board.
cancellation.
319. Appeal.
35 U.S.C. 301Citation of prior art.
§ 311. Inter partes review
Any person at any time may cite to the Office in writing prior (a) IN GENERAL.―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art consisting of patents or printed publications which that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patent may file with the Office a
person believes to have a bearing on the patentability of petition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of the patent. The
any claim of a particular patent. If the person explains in Director shall establish, by regulation, fees to be paid by the
writing the pertinency and manner of applying such prior person requesting the review, in such amounts as the Director
art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the citation of such determines to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aggregate costs of
prior art and the explanation thereof will become a part of the review.
the official file of the patent. At the written request of the (b) SCOPE.―A petitioner in an inter partes review may request to
person citing the prior art, his or her identity will be cancel as unpatentable 1 or more claims of a patent only on a
excluded from the patent file and kept confidential.
ground that could be raised under section 102 or 103 and only on
35 U.S.C. 302Request for reexamination.
the basis of prior art consisting of patents or printed publications.
Any person at any time may file a request for reexamination (c) FILING DEADLINE.―A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shall
by the Office of any claim of a patent on the basis of any be filed after the later of either.
prior art cit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 of this (1)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the grant of a patent or issuance
title. The request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of a reissue of a patent; or
accompanied by payment of a reexamination fee
(2) if a post-grant review is instituted under chapter 32, the date of
established by the Direct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termination of such post-grant review.
section 41 of this title. The request must set forth the
§
pertinency and manner of applying cited prior art to every 312. Petitions
claim for which reexamination is requested. Unless the (a) REQUIREMENTS OF PETITION.―A petition filed under
requesting person is the owner of the patent, the Director section 311 may be considered only if―
promptly wi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wner of (1) the petition is accompanied by payment of the fe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under section 311;
record of the patent.
(2)
the petition identifies all real parties in interest;
35 U.S.C. 303Determination of issue by Director.
(a)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the filing of a request for (3) the petition identifies, in writing and with particularity, each
reexami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2 of this claim challenged, the grounds on which the challenge to each
title, the Director will determine whether a substantial new claim is based, and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grounds for the
question of patentability affecting any claim of the patent challenge to each claim, including―
concerned is raised by the request, with or without (A) copies of patents and printed publications that the petitioner
consideration of other patents or printed publications. On relies upon in support of the petition; and
his own initiative, and any time, the Director may (B) affidavits or declarations of supporting evidence and opinions,
determine whether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if the petitioner relies on expert opinions;
patentability is raised by patents and publications
(4) the petition provides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Director
discovered by him or cit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may require by regulation; and
301 of this title. The existence of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s not precluded by the fact that a patent or (5) the petitioner provides copies of any of the documents required
printed publication was previously cited by or to the Office under paragraphs (2), (3), and (4) to the patent owner or, if
applicable,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patent owner.
or considered by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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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b) A record of the Director's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b) PUBLIC AVAILABILITY.―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a) of this section will be placed in the official file of the receipt of a petition under section 311, the Director shall make the
patent, and a copy promptly will be given or mailed to the petition available to the public.
owner of record of the patent and to the person requesting § 313. Preliminary response to petition
reexamination, if any.
If an inter partes review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311, the
(c) A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pursuant to subsection patent owner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 preliminary response to
(a) of this section that no substantial new question of the petition, within a time period set by the Director, that sets
patentability has been raised will be final and forth reasons why no inter partes review should be instituted
nonappealable. Upon such a determination, the Director based upon the failure of the petition to meet any requirement of
may refund a portion of the reexamination fee required this chapter.
under section 302 of this title.
§ 314. Institution of inter partes review
35 U.S.C. 304 Reexamination order by Director.
(a) THRESHOLD.―The Director may not authorize an inter partes
If, in a determination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review to be instituted unless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subsection 303(a) of this title, the Director finds that a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and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affecting any any response filed under section 313 shows that there is a
claim of a patent is raised, the determination will include an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order for reexamination of the patent for resolution of the respect to at least 1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
question. The patent owner will be given a reasonable (b) TIMING.―The Director shall determine whether to institute an
period, not less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a copy of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chapter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the determination is given or mailed to him, within which under section 311 within 3 months after.
he may file a statement on such question, including any
(1) receiving a preliminary response to the petition under section
amendment to his patent and new claim or claims he may
313; or
wish to propose, for consideration in the reexamination. If
(2)
if no such preliminary response is filed, the last date on which
the patent owner files such a statement, he promptly will
serve a copy of it on the person who has requested such response may be filed.
reexami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2 of this (c) NOTICE.―The Director shall notify the petitioner and patent
title. Within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e date of owner, in writing, of the Director’s determination under
service, that person may file and have considered in the subsection (a), and shall make such notice available to the public
reexamination a reply to any statement filed by the patent as soon as is practicable. Such notice shall include the date on
owner. That person promptly will serve on the patent owner which the review shall commence.
(d) NO APPEAL.―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a copy of any reply filed.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nal and
35 U.S.C. 305 Conduct of reexamination proceedings.
After the times for filing the statement and reply provided for nonappealable.
by section 304 of this title have expired, reexamination will § 315. 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established for (a) INFRINGER’S CIVIL ACTION.―
initial exami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s 132 and (1) INTER PARTES REVIEW BARRED BY CIVIL ACTION.―
133 of this title. In any reexamination proceeding under this An inter partes review may not be instituted if, before the date on
chapter, the patent owner will be permitted to propose any which the petition for such a review is filed, the petitioner or real
amendment to his patent and a new claim or claims thereto, party in interest filed a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in order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as claimed from the claim of the patent.
prior art cit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of this (2) STAY OF CIVIL ACTION.―If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title, or in response to a decision adverse to the interest files a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patentability of a claim of a patent. No proposed amended the patent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files a
or new claim enlarging the scope of a claim of the patent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of the patent, that civil action shall
will be permitted in a reexamination proceeding under this be automatically stayed until either.
chapter. All reexamination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A) the patent owner moves the court to lift the stay;
including any appeal to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will be conducted with special dispatch (B) the patent owner files a civil action or counterclaim alleging
that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has infringed the patent;
within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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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S.C. 306 Appeal.
or
The patent owner involved in a reexamination proceeding (C)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moves the court to
under this chapter may appeal under the provisions of dismiss the civil action.
section 134 of this title, and may seek court review under (3) TREATMENT OF COUNTERCLAIM.―A counterclaim
the provisions of sections 141 to 145 of this title, with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a patent does not constitute a
respect to any decision adverse to the patentability of any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a patent for
original or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of the patent.
purposes of this subsection.
35 U.S.C. 307 Certificate of patentability, unpatentability, (b) PATENT OWNER’S ACTION.―An inter partes review may
and claim cancellation.
not be instituted if the petition requesting the proceeding is filed
(a) In a reexamination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when more tha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real party
the time for appeal has expired or any appeal proceeding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is served with a complaint
has terminated, the Director will issue and publish a alleging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e time limitation set forth
certificate canceling any claim of the patent finally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to a request for joinder
determined to be unpatentable, confirming any claim of the under subsection (c).
patent determined to be patentable, and incorporating in the (c) JOINDER.―If the Director institutes an inter partes review, the
patent any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determined to Director, in his or her discretion, may join as a party to that inter
be patentable.
partes review any person who properly files a petition under
(b) Any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determined to be section 311 that the Director, after receiving a preliminary
patentable and incorporated into a patent following a response under section 313 or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filing
reexamination proceeding will have the same effect as that such a response, determines warrants the institution of an inter
specified in section 252 of this title for reissued patents on partes review under section 314.
the right of any person who made, purchased, or used (d) MULTIPLE PROCEEDINGS.―Notwithstanding sec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135(a), 251, and 252, and chapter 30, during the pendency of an
anything patented by such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inter partes review, if another proceeding or matter involving the
or who made substantial preparation for the same, prior to patent is before the Office, the Director may determine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manner in which the inter partes review or other proceeding or
(a) of this section.
matter may proceed, including providing for stay, transfer,
consolidation, or termination of any such matter or proceeding.
(e) ESTOPPEL.―
(1)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The petitioner in
an inter partes review of a claim in a patent under this chapter that
result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18(a), or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may not request or
maintain a proceeding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that claim
on any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inter partes review.
(2) CIVIL ACTIONS AND OTHER PROCEEDINGS.―The
petitioner in an inter partes review of a claim in a patent under this
chapter that result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18(a), or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may
not assert either in a civil action arising in whole or in part under
section 1338 of title 28 or in a procee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nder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that the claim is invalid on any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inter partes review.
§ 316. Conduct of inter partes review
(a) REGULATIONS.―The Director shall prescribe regulations―
(1) providing that the file of any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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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except that any petition or
document filed with the intent that it be sealed shall, if
accompanied by a motion to seal, be treated as sealed pending the
outcome of the ruling on the motion;
(2) setting forth the standards for the showing of sufficient grounds
to institute a review under section 314(a);
(3) establishing procedures for the submission of supplemental
information after the petition is filed;
(4) establishing and governing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chapter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review to other proceedings
under this title;
(5) setting forth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covery of relevant
evidence, including that such discovery shall be limited to―
(A) the deposition of witnesses submitting affidavits or
declarations; and
(B) what is otherwise necessary in the interest of justice;
(6) prescribing sanctions for abuse of discovery, abuse of process,
or any other improper use of the proceeding, such as to harass or
to cause unnecessary delay or an unnecessary increase in the cost
of the proceeding;
(7) providing for protective orders governing the exchange and
submiss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8) providing for the filing by the patent owner of a response to the
petition under section 313 after an inter partes review has been
instituted, and requiring that the patent owner file with such
response, through affidavits or declarations, any additional factual
evidence and expert opinions on which the patent owner relies in
support of the response;
(9) setting forth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llowing the patent
owner to move to amend the patent under subsection (d) to cancel
a challenged claim or propose a reasonable number of substitute
claims, and ensuring that an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atent
owner in support of any amendment entered under subsection (d)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s part of the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tent;
(10) providing either party with the right to an oral hearing as part
of the proceeding;
(11) requiring that the final determination in an inter partes review
be issued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notices the institution of a review under this chapter, except that
the Director may, for good cause shown, extend the 1-year period
by not more than 6 months, and may adjust the time periods in
this paragraph in the case of joinder under section 315(c);
(12) setting a time period for requesting joinder under section
315(c); and
(13) providing the petitioner with at least 1 opportunity to file
written comments within a time period established by th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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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SIDERATIONS.―In prescribing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consider the effect of any such
regulation on the economy, the integrity of the patent system,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Office, and the ability of the Office
to timely complete proceedings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c)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conduct
each inter partes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d) AMENDMENT OF THE PATENT.―
(1) IN GENERAL.―During an inter partes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the patent owner may file 1 motion to amend the
patent in 1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A) Cancel any challenged patent claim.
(B) For each challenged claim, propose a reasonable number of
substitute claims.
(2) ADDITIONAL MOTIONS.―Additional motions to amend
may be permitted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petitioner and the
patent owner to materially advance the settlement of a proceeding
under section 317, or as permitted by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Director.
(3) SCOPE OF CLAIMS.―An amendment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enlarge the scope of the claims of the patent or introduce
new matter.
(e) EVIDENTIARY STANDARDS.―In an inter partes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the petitioner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a proposition of unpatentability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317. Settlement
(a) IN GENERAL.―An inter partes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terminated with respect to any petitioner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petitioner and the patent owner, unless the
Office has decided the merits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request
for termination is filed. If the inter partes review is terminated
with respect to a petitioner under this section, no estoppel under
section 315(e) shall attach to the petitioner, or to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on the basis of that petitioner’s
institution of that inter partes review. If no petitioner remains in
the inter partes review, the Office may terminate the review or
proceed to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18(a).
(b) AGREEMENTS IN WRITING.―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between the patent owner and a petitioner,
including any col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such agreement
or understanding,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the termination of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 writing and a true copy of such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be filed in the Office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inter partes review as between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proceeding,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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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as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kept separate
from the file of the involved patents, and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to Federal Government agencies on written request, or to any
person on a showing of good cause.
§ 318. Decision of the Board
(a) FINAL WRITTEN DECISION.―If an inter partes review is
instituted and not dismissed under this chapter,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issue a final written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patentability of any patent claim challenged by the
petitioner and any new claim added under section 316(d).
(b) CERTIFICATE.―I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issues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ubsection (a) and the time for appeal
has expired or any appeal has terminated, the Director shall issue
and publish a certificate canceling any claim of the patent finally
determined to be unpatentable, confirming any claim of the patent
determined to be patentable, and incorporating in the patent by
operation of the certificate any new or amended claim determined
to be patentable.
(c) INTERVENING RIGHTS.―Any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determined to be patentable and incorporated into a patent
following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chapte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at specified in section 252 for reissued patents on
the right of any person who made, purchased, or 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ything
patented by such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or who made
substantial preparation therefor, before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b).
(d) DATA ON LENGTH OF REVIEW.―The Office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data describing the length of time between
the institution of, and the issuance of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ubsection (a) for, each inter partes review.
§ 319. Appeal
A party dissatisfied with the final written decision o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under section 318(a) may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sections 141 through 144. Any party to the
inter partes review shall have the right to be a party to th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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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Rev의 적용범위
IPRev는 pre-AIA IPR을 대체하게 되며, 그 효력 발생일은 2012년 9월 16일이다.
pre-AIA IPR은 AIPA 시행일인 1999년 11월 29일 이후의 유효출원일을 갖는 특허에 대
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다.411) 그러나 AIA IPRev는 모든 특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므
로,412) IPRev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는 2012년 9월 16일 이전이든 이후든 어느 시점에
특허된 것이든 상관없다.

2012년 9월 16일 전에 제출된 pre-AIA IPR 청구에 대해서는 pre-AIA Chapter 31 규
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413) 다음과 같은 AIA의 두 변경사항이 그 청구에 대해 적용된
다: ① IPR에서 Board에 의하여 제기된 결정으로부터 항소에서 중재할 권한이 Director
에게 부여된다.414) ② AIA §제정일과 IPRev 시행일 사이에 제출된 IPR에 대해서는

pre-AIA의 SNPQ 기준이 아니라 AIA IPRev 의 새로운 개시기준(reasonable likelihood)이
적용된다.415) 한편, pre-AIA EPR 제도는 AIA에서 아무런 개정이 없으며, 그 절차의 개
시기준(SNQP)에도 변경이 없다.416)

AIA에서는 USPTO로 하여금 PGR과 IPRev 시행일로부터 4년 동안 그 절차의 개시
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417) IPRev의 경우 그 건수가 지난 회계연도에 개시
된 IPR 건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418)

2. IPRev 신청
(1) 신청 요건
AIA에서, pre-AIA의 "Request for inter partes Reexamination"이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로 변경된다. AIA에서는 pre-AIA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자가 IPRev를
신청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며,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petition)으로 개
시된다.

IPRev 신청은 신규성 • 비자명성에만 근거하여야 하며 선행기술은 특허와 간행물
411)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 Pub. L. No. 106-113 § 4608, 113 Stat. 1501A-572.
412)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c)(2)(A), 125 Stat. at 304; see also 157 Cong. Rec. S1374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13)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7(e)(2), 125 Stat. at 315.
414)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7(e)(4), 125 Stat. at 315. ("the Director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n
an appeal from the decision entered by the Board.")
415)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c)(3)(A)(B), 125 Stat. at 304-05
416) EPR은 제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적용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행기술이 특허와 간행물로 제한되고 제3자가 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17)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c)(2)(B), (f )(2)(B), 125 Stat. at 304, 311.
418)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c)(2)(B), 125 Stat. at 304.

- 141 -

로 한정된다.419) IPRev 신청은 등록일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PGR 절차의
종료일 중 늦은 날 후에 허용된다.420) Director는 IPRev 개정이 이루어진 후 최초 4개년
간은 매년 취급할 IPRev 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421) 아울러, IPRev 절차를 개시할지 여
부에 대한 Director의 결정에 대해서 Appeal할 수 없는 것은 pre-AIA와 동일하다.422)

IPRev 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필요한 내용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즉, 신청서에는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의 확인을 요하며,423) 신청인은

IPRev 절차를 신청하는데 있어 당사자 적격 - 즉, 신청이 금지되거나 금반언 적용이 되
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424) 또한, 신청서와 함께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클레임,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거, 다툼의 대상이 되는 클레임의 해석425)과 이러한
해석에 의해 어떻게 클레임이 특허허여될 수 없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426)427) Review
신청에는 특허나 간행물의 사본, 및 증거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affidavit428) 뿐만 아니라

Director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429)를 첨부하여야 한다. PTAB는 당사자가 증거에
서 다툼의 근거가 되는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증거로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430) 신청서 및 증거들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며,431) 신청서를 접수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중에게 공개된다.432)

(2) IPRev 신청서의 송달
IPRev 신청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대상 특허에 기재된 특허권자의 주소로
특허권자에게 송달(service)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송달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신
이 알고 있는 특허권자의 주소지에 추가적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433) 신청서의 송달은

① 신청인과 특허권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메일과 같은 통신 방법(service made

419) AIA §311(b)
420) AIA §311(c)
421) 37 CFR 42.102(b)
422) AIA §314(d)
423) AIA §312(a)(2). 157 Cong. Rec. S1375 (daily ed. Mar. 8, 2011) (“신청인이 실제 이해당사자(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a party) 인지를 판단하는데 특허권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USPTO가 기대한다.”)
424) 37 CFR 42.104(a)
425) 37 CFR 42.104(b)(3) - 특히, 다투고자 하는 클레임이 means-plus-function이거나 step-plus-function이라면, 클레임
해석은 각각의 클레임된 기능에 해당되는 구조, 물질 혹은 작용을 기술하는 특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적시하여야 하고, 클레임 해석에 따라 다툼의 기초가 되는 법조문에 의거하여 어떻게 특허허여 될 수 없는 것인
지의 설명이 필요하다.
426) 37 CFR 42.104(b)(4) - 즉, 클레임 각 구성요소가 선행문헌이나 선행특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적시하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427) AIA §312(a)(3)
428) AIA §312(a)(3)
429) AIA §312(a)(4)
430) 37 CFR 42.104(b)(5)
431) AIA §312(a)(5)
432) AIA §312(b)
433) 37 CFR 4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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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ally)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② 등기 속달(Express Mail)로도 가능하다. 사적 송
달(personal service)은 필요치 않다.434)

(3) 신청일 인정요건
IPRev 신청에 대해, ① 신청서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고, ②
IPRev 신청서가 적법하게 특허권자에게 송달되고, 및 ③ 절차 진행에 필요한 수수료가
납부되면, IPRev 신청일(filing date)이 부여된다.435)
만일 IPRev 신청에 있어서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발생하면 신청일
은 부여되지 않으며, 만일 신청서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
였고 USPTO가 이러한 신청의 흠결을 고지하였음에도 1개월 안에 신청인이 흠결을 치
유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각하된다.436)

(4) 민사소송과의 관계
신청인이 IPRev 신청일 전에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확인소송;

declaratory-judgment action)을 이미 제기하였다면 review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437) 본
규정은 신청인 또는 그의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ies in interest)에 의하여 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적용되며, 신청인의 관계인(privy)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품 제조자는, 가령 그 고객이나 판매상 중의
하나가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특허 유효성을 다투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하
더라도, PGR 또는 IPRev 신청의 적격요건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신청인이 Review 신청일 이후에 해당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확인
소송438)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소송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자동적
으로 중지된다:439) ① 특허권자가 법원에 그 중지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반소를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경우,
또는 ③ 신청인이 법원에 그 민사소송의 각하를 신청하는 경우.
한편, 신청인, 그 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
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IPRev를 신청하면 IPRev 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440) 2011
년 3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는 Review 신청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었는데,

434)
435)
436)
437)
438)

37 CFR 42.105(b)
37 CFR 42.106(a)
37 CFR 42.106(b)
AIA §315(a)(1), 37 CFR 42.101(a)
다만, 해당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반소”는 여기서 말하는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
에 해당되지 않는다. AIA §315(a)(3)
439) AIA §315(a)(2)
440) AIA §315(b), 37 CFR 42.1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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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가 침해소송과 관련된 클레임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
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441) 결국 AIA에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이다.

(5) 절차의 병합 (joinder)
Director는 복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병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 parte
또는 inter partes 재심사 절차, 저촉이나 derivation 절차를 중지 • 이관 • 병합 • 종료할지
를 결정할 수 있다.442) 따라서 USPTO는 review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와 동일한 신청
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개시된 절차에 새로운 신청을 하면서 병합
을 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다.443) 이와 같이,

USPTO는 병합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444)

3. IPRev 절차의 개시
(1) 개시요건
AIA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신청)의 인정기준으로서 pre-AIA의 SNQP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요건이 변경되면서 그 개시 기준이 높아졌다
는 점이다. 즉, 신청에서 다투는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 (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RLP)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만 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445)

AIA에서 개시기준이 종래의 SNQP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pre-AIA IPR의
인정 기준인 SNQP가 특허성에 대한 “새로운(new)” 쟁점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
하는데 반해, AIA IPRev에서는 USPTO에서 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new question"을 요
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pre-AIA §312(a) 규정의 SNQP 테스트가 2002년 개정으로 완화되
기는 하였지만,446) pre-AIA IPR 청구에 여전히 "new question"이 제시될 것을 요하였으
441) 157 Cong. Rec. S5429 (daily ed. Sept. 8, 2011)
442) AIA §315(c)(d)
443)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44) 병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 differences in the products or processes alleged to infringe; the
breadth or unusualness of the claim scope that is alleged, particularly if alleged later in litigation; claim-construction
rulings that adopt claim interpretations that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claim interpretatio used in the first petition
when that petition' s interpretation was not manifestly in error; whether large numbers of patents or claims are alleged
to be infringed by one or more of the defendants; consent of the patent owner; a request of the court; a request by
the first petitioner for termination of the first review in view of strength of the second petition; and whether the petitioner
has offered to pay the patent owner' s costs.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45) AIA §314(a). pre-AIA의 SNQP 기준에서는 IPR 청구의 95%에 대해 승인되었는데 AIA에서는 "reasonable
likelihood"으로 그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한다. House Rep. 112-98 (Part 1), 112th Cong., 1st Sess. at 47.
446)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uthorization Act of 2002, Pub. L. No. 107-273 § 13105(a), 116 Stat. 1758, 19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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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AFC 또한 USPTO에 의하여 이미 판단된 주장은 SNQP를 일으킬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447)
그러나 2012년 4월 USPTO는 AIA에 의한 IPRev 신청에서 이미 USPTO에 의해 고
려되었던 쟁점만으로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48) 즉, AIA IPRev 제도에
서는 이전에 심사관에 의해 다루어졌던 선행문헌이나 특허라고 하더라도 IPRev에서 반
드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한편, AIA §325(d) 둘째 문장에서, USPTO로 이전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
적으로 동일한 선행기술이나 주장에 기초하여 그 특허에 대해 post-grant 절차(즉, PGR,

EPR, IPRev)가 청구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 USPTO
는 재량으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449)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AIA에서는 USPTO로 하여금 절차 개시기준(AIA §314 & §324)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450) 의회는 그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USPTO에게 부
여된 1년 기한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51)

(2) IPRev 개시가 가능한 신청기한
IPRev 개시가 가능한 신청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일 (또는 재등록
일)로부터 9개월 또는 PGR 절차의 종료일 중 늦은 날 후, ② 신청인이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및 ③ 신청인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한편, pre-AIA IPR은 1999년 11월 29일 이후의 출원일을 갖는 특허에 대해 적용되
지만, IPRev는 특허의 출원일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특허에 대해 적용된다.

(3) 특허권자의 예비응신 (preliminary response)
특허권자는 IPRev 신청일이 부여되었음이 고지된 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지정기간
(amending 35 U.S.C. §312(a) by adding the following sentence immediately after the "substantial new question" test:
"The existence of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s not precluded by the fact that a patent or printed
publication was previously cited by or to the Office or considered by the Office." ).
447) In re Swanson, 540 F.3d 1368, 1380 (Fed. Cir. 2008)
448) In re Flaherty et al., ("whether the issue being brought forth for consideration has been addressed in a previous Office
proceeding does not preclude reexamination under the current standard for ordering inter partes reexamination. Under
35 U.S.C. §312, the Office has the discretion to reconsider issues that have been addressed in the past, provided the
estoppel provisions of 35 U.S.C. §317 do not apply."), Apr. 04, 2012
449) 157 Cong. Rec. S1042 (daily ed. Mar. 1, 2011) (statement of Sen. Kyl).
450)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No. 112-29, sec. 6(a), (d),§ 316(b), 326(b), 125 Stat. 303, 309 (2011). The
requirement to implement the review thresholds through regulations is found in sections 6(a) (§ 314(a)) and 6(d) (§
324(a)). 125 Stat. at 300, 306.
451) 157 Cong. Rec. S1377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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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예비응신(preliminary response)을 제출할 수 있는데,452) 그 응신에는 그 신청이 법
정 요건(35 U.S.C. §314)을 만족하지 않아 이 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
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클레임에 관한 보정서는 포함시킬 수 없다. 예비응신 시에 하나
이상의 클레임에 관하여 권리포기서(disclaimer)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453) 해당 클레임
이 IPRev 신청 대상 클레임일 경우 IPRev는 개시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자는 예비응
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체적인 IPRev 절차로 속히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454)

(4) 개시 여부의 결정
Director는 특허권자의 예비응신 접수일 또는 예비응신이 없는 경우 그 응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review 개시(institute) 여부를 결정하며,455)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중도 이를 입수할 수 있다.456) IPRev 개시 여부에 대한

Director 결정에 대해서는 Appeal 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것이다.457)

4. IPRev 개시 후의 절차
(1) 특허권자의 응신
특허권자는 IPRev 신청에 대한 응신을 제출할 수 있는데,458) 특별히 PTAB가 지정
하지 않는 한 IPRev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응신하여야 한다.459)

(2) 특허의 정정
특허권자는 IPRev 동안 ① 다툼이 된 클레임을 삭제하거나 ② 다툼이 된 클레임에
대해 합리적인 수의 대체 클레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정정하는 1회의 청구

(motion to amend)를 할 수 있다.460) 특허 정정청구는 특허권자의 응신 기간(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특허 정정청구가 특허성 결여에 대한 IPRev 신청인의 근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클레임 범위의 확장 혹은 신규 사항의 도입을 위한 것이면

PTAB에 의해 거절된다.46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AIA §313, 37 CFR 42.107(a)(b)
37 CFR 42.107(e)
37 CFR 42.107(b)
AIA §314(b)
AIA §314(c)
AIA §314(d)
37 CFR 42.120(a)
37 CFR 42.120(b)
AIA §316(d)(1)
37 CFR 42.121(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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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청구에는 클레임 리스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클레임 하나 당 대체(보정) 클레
임 하나가 대응될 것이나, 특허권자의 필요가 소명되면 추가적인 클레임이 정정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462) 또한, 특허권자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정된 클레임에 대해서 원래
의 명세서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와 우선권 대상이 되는 이전 출원서에 의해 어떻
게 지지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463)
추가적인 정정청구는 특허권자와 신청인 간의 실질적인 화해를 위한 공동신청으
로 또는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특허권자의 청구로 허용될 수 있다. PTAB는 이러한 추
가 정정청구를 허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보충정보를 제출했는지를 고
려하게 된다.464)

(3) 보충정보 (supplemental information)의 제출
일단 IPRev 절차가 개시되면 양 당사자는 ① 절차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충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고, ② 제출되는 보충정보가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보충정보 제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465) 만
일 절차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 보충정보 제출을 하려면 보충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 승인 요청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정보가 늦게 제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및 그 보충정보가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고려되어야 함을
소명하여야 한다.466)
제출하려고 하는 보충정보가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경우
역시 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요구되며, 이 승인 요청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
정보가 이전에 제출될 수 없었던 이유 및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정보가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고려되어야 함을 소명하여야 한다.467)

(4) 입증책임
AIA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pre-AIA의 IPR이 재판절차(adjudicative
proceeding), 즉 비특허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USPTO가 아니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절차
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AIA §316(a)(4)는 이 새로운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재량을 USPTO에 부여하였는데, USPTO는 inter partes 절차가 재판절차로 되도록

462)
463)
464)
465)
466)
467)

37 CFR 42.121(a)(3)
37 CFR 42.121(b)(1),(2)
AIA §316(d)(2), 37 CFR 42.121(c)
37 CFR 42.123(a)
37 CFR 42.123(b)
37 CFR 42.1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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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AIA §316(e)에서, 신청인에게 “증거의 우세성”에 의한 입
증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Inter Partes Reexamination"이

"Inter Partes Review"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468)

(5) Discovery469)
IPRev에서 허용되는 discovery는, 그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고, 따라서 discovery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보다 제한된다. 또
한 IPRev는 특허등록 후 몇 년이 지나서 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특허권자
에게 보다 부담이 되는데, discovery를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부담도 제한되는 것이
다. PGR과 IPRev에 대해 1년의 처리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AIA §316 & §326에 규
정된 기준과 무관하게, USPTO는 보수적으로 discovery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470)

(6) 제재 (sanctions)471)
Director는 벌금의 형태로, 또는 신청서의 각하나 클레임의 삭제와 같은 절차상 명
령의 형태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472)

5. 절차의 종료
(1) IPRev 처리기간

pre-AIA IPR은 대개 3-5년 지속되었는데, AIA IPRev는 PTAB에 의해 1년 안에 모
든 절차가 종료되도록 관리된다. 즉, PTAB는 Director의 IPRev 절차 개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
개월 연장될 수 있고, 당사자 병합(joinder)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
다.473) USPTO는 AIA에 의한 절차적 개혁(예: 심사모델에서 재판모델로 변경된 점, 개
시절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점 등)으로 1년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
다고 한다.474)

468)
469)
470)
471)
472)
473)
474)

157 Cong. Rec. S1375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AIA §316(a)(5) and §326(a)(5).
154 Cong. Rec. S9988 (daily ed. Sept. 27, 2008) (statement of Sen. Kyl).
AIA §316(a)(6) and §326(a)(6)
H.R. Rep. No. 110-314, at 73 (2007).
AIA §316(a)(11), 37 CFR 42.100(c)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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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결정
IPRev 절차가 개시되고 각하되지 않으면, PTAB는 신청인에 의하여 다투어진 특허
클레임과 특허정정으로 추가된 신규 클레임에 대한 특허성에 관하여 최종 서면결정서
를 발행한다.475) PTAB의 최종 서면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5 U.S.C. §141-144에 따
라 CAFC로 항소할 수 있으나,476)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재고를 받을 수
는 없다.
최종 서면결정서가 발행된 후 불복(appeal)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복절차가 종결되
면,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 클레임을 삭제하고,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 클레임을 확인하며,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신규의 또는 보정된 클레임을 그
특허에 결합하는 증명서(Certificate)를 등록 • 공고한다.477)

(3) 화해
IPRev 절차는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화해(settlement)로 종료될 수 있다.478) 다만, 그
종료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그 절차에 관한 실체를 판단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화해로 IPRev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해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는
다.

6. 효과
(1) 중용권
IPRev 절차의 결과에 따라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에 결합하게 된 보
정 클레임이나 신규 클레임은 증명서의 등록 전에 그 보정 • 신규 클레임에 의한 것을
미국에서 제작 • 구입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미국으로 수입한 자 또는 그에 대하여 실질
적인 준비를 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재등록 특허에 대한 것과 동일한 중용권(intervening

right)을 갖는다.479)

475) AIA §318(a)
476) AIA §319. pre-AIA에 의하면, EPR에서의 특허권자는 Board 심결에 대해 §141에 따라 CAFC로 직접 항소하거나
§145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항소하여 사법적 재고를 구할 수 있다.
477) AIA §318(b). 아울러, PTO는 Review 개시부터 그 종료까지의 기간 데이터를 공중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A §318(d)
478) AIA §317. 화해는 Review 절차의 종료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PTO로 제출되어야 한다. 화해 서류는 Review
파일과는 별도로 보관되는데, 서면 신청으로 또는 "good cause"를 소명한 자에게 정부기관에서만 입수할 수 있다.
AIA §317(b)
479) AIA §318(c). 2011년 4월 House Judiciary Committee에서, IPRev 또는 PGR 절차에서 신규의 또는 보정된 클레임
에 대해 중용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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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반언
pre-AIA IPR에서는 "could have raised" 금반언으로 규정되었는데, AIA에서는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는 종전의 금반언 기준을 좀더 완화
(soften)하고자 한 것이다.480) AIA의 금반언(estoppel) 규정에 의하면, IPRev 신청인은, 최
종 서면결정서가 나온 review 동안에 신청인이 제기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
었던 근거를 기초로 PTO 절차를 청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481) 아울러 민사소송이
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절차에서도 이를 기초로 해당 클레임이 무효라
고 주장할 수 없다.482) 이러한 금반언은 review 신청인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인의 실제
이해당사자나 관계인(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privy"는 침
해대상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신청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480) 157 Cong. Rec. S1375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81) AIA §315(e)(1)
482) AIA §31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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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Grant Review (PGR) 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등록특허는 유효추정(presumption of validity)의 원칙이 적용되
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서 특허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USPTO의 절차에 비하여 그
입증의 정도가 높다.483)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신규성이나 비자명성 외에도 다른 근거
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pre-AIA IPR에서는 선행특허와 간행물로 그 증거가 한
정되는 것에 반해 on sale, public use 등을 포함해 폭넓은 무효 증거의 제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USPTO 절차에서도 증거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제3자
가 특허의 무효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었는
데, AIA에서 비로소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PGR 절차가 도입되었다.

PGR 절차는 AIA에서 새롭게 창설된 제도로서 제3자로 하여금 등록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484) 다만, PGR 신청은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적 제한이 있다.485) PTAB는 원칙적으로 PGR 절차 개시 통
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pre-AIA IPR 및 AIA IPRev 절차
에서는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대한 다툼만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PGR 절차에서는 최적
실시예 요건(best mode)을 제외하고는 35 U.S.C. §112에 따른 근거를 포함하여 특허성에
관한 어떠한 근거로도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486) 다만, 신청인(petitioner)은

PGR 동안에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무효성 근거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 후의 지방법원이나 ITC 소송에서 금반언이 적용된다.
Pre-AIA

AIA
Sec. 6, 125 Stat. at 305
§321-329. post-grant review (PGR) 절차에관한규정신설
개시요건: ①more likely than not that at least one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 is unpatentable, 또는
②a novel or unsettled legal question.
Best mode 요건을제외한모든무효사유
적용대상: 등록일 • 재등록일로부터9개월이경과하지않은특
허에대해2012. 9. 16. 이후부터시행. 다만, 선출원주의가적용된
특허로제한됨.

<new>

CHAPTER 32.POST-GRANT REVIEW
Sec.

483)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유효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에 반해, pre-AIA IPR에서는 이러한 유효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즉, IPR에서는 "preponderance of evidence"라는 기준에 따라 특허의 무효성을 다툴 수 있다.
484) AIA Sec. 5(d)§321-329, 37 CFR 42.200~42.224
485) 37 CFR 42.202
486) 신청인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에 의하여 비특허성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AIA
§326(e). 37 CFR 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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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Post-grant review.
322. Petitions.
323. Preliminary response to petition.
324. Institution of post-grant review.
325. 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326. Conduct of post-grant review.
327. Settlement.
328. Decision of the Board.
329. Appeal.
§ 321. Post-grant review
(a) IN GENERAL.―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patent may file with the Office a
petition to institute a post-grant review of the patent. The Director
shall establish, by regulation, fees to be paid by the person
requesting the review, in such amounts as the Director determines
to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aggregate costs of the post-grant
review.
(b) SCOPE.―A petitioner in a post-grant review may request to
cancel as unpatentable 1 or more claims of a patent on any ground
that could be raised under paragraph (2) or (3) of section 282(b)
(relating to invalidity of the patent or any claim).
(c) FILING DEADLINE.―A petition for a post-grant review may
only be filed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patent or of the issuance of a reissue patent (as
the case may be).
§ 322. Petitions
(a) REQUIREMENTS OF PETITION.―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21 may be considered only if―
(1) the petition is accompanied by payment of the fe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under section 321;
(2) the petition identifies all real parties in interest;
(3) the petition identifies, in writing and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challenged, the grounds on which the challenge to each
claim is based, and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to each claim, including―
(A) copies of patents and printed publications that the petitioner
relies upon in support of the petition; and
(B) affidavits or declarations of supporting evidence and opinions,
if the petitioner relies on other factual evidence or on expert
opinions;
(4) the petition provides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Director
may require by regulation; and
(5) the petitioner provides copies of any of the documents required
under paragraphs (2), (3), and (4) to the patent owner or, if
applicable,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paten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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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UBLIC AVAILABILITY.―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receipt of a petition under section 321, the Director shall make the
petition available to the public.
§ 323. Preliminary response to petition
If a post-grant review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321, the patent
owner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 preliminary response to the
petition, within a time period set by the Director, that sets forth
reasons why no post-grant review should be instituted based upon
the failure of the petition to meet any requirement of this chapter.
§ 324. Institution of post-grant review
(a) THRESHOLD.―The Director may not authorize a post-grant
review to be instituted unless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21, if
such information is not rebutted, would demonstrate that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at least 1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 is unpatentable.
(b) ADDITIONAL GROUNDS.―The determination required
under subsection (a) may also be satisfied by a showing that the
petition raises a novel or unsettled legal question that is important
to other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c) TIMING.―The Director shall determine whether to institute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chapter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21 within 3 months after.
(1) receiving a preliminary response to the petition under section
323; or
(2) if no such preliminary response is filed, the last date on which
such response may be filed.
(d) NOTICE.―The Director shall notify the petitioner and patent
owner, in writing, of the Director’s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a) or (b), and shall make such notice available to the
public as soon as is practicable. Such notice shall include the date
on which the review shall commence.
(e) NO APPEAL.―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nal and
nonappealable.
§ 325. 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a) INFRINGER’S CIVIL ACTION.―
(1) POST-GRANT REVIEW BARRED BY CIVIL ACTION.―A
post-grant review may not be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if,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 for such a review is filed,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filed a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the patent.
(2) STAY OF CIVIL ACTION.―If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files a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the patent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files a
petition for post-grant review of the patent, that civil action shall
be automatically stayed until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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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atent owner moves the court to lift the stay;
(B) the patent owner files a civil action or counterclaim alleging
that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has infringed the patent;
or
(C) the petitioner or real party in interest moves the court to
dismiss the civil action.
(3) TREATMENT OF COUNTERCLAIM.―A counter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a patent does not constitute a
civil action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claim of a patent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b) PRELIMINARY INJUNCTIONS.―If a civil action alleging
infringement of a patent is filed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is granted, the court may not stay its
consideration of the patent owner’s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the patent on the basis that a
petition for post-grant review has been filed under this chapter or
that such a post-grant review has been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c) JOINDER.―If more than 1 petition for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chapter is properly filed against the same patent and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more than 1 of these petitions warrants
the institution of a post-grant review under section 324, the
Director may consolidate such reviews into a single post-grant
review.
(d) MULTIPLE PROCEEDINGS.―Notwithstanding sections
135(a), 251, and 252, and chapter 30, during the pendency of any
post-grant review under this chapter, if another proceeding or
matter involving the patent is before the Office, the Director may
determine the manner in which the post-grant review or other
proceeding or matter may proceed, including providing for the
stay, transfer, consolidation, or termination of any such matter or
proceeding. In determining whether to institute or order a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chapter 30, or chapter 31, the
Director may take into account whether, and reject the petition or
request becaus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prior art or
arguments previously were presented to the Office.
(e) ESTOPPEL.―
(1)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The petitioner in a
post-grant review of a claim in a patent under this chapter that
result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28(a), or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may not request or
maintain a proceeding before the Office with respect to that claim
on any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post-grant review.
(2) CIVIL ACTIONS AND OTHER PROCEEDINGS.―The
petitioner in a post-grant review of a claim in a patent under this
chapter that result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28(a), or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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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ssert either in a civil action arising in whole or in part under
section 1338 of title 28 or in a procee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nder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that the claim is invalid on any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raised during that post-grant review.
(f) REISSUE PATENTS.―A post-grant review may not be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if the petition requests cancellation of
a claim in a reissue patent that is identical to or narrower than a
claim in the original patent from which the reissue patent was
issued, and the time limitations in section 321(c) would bar filing
a petition for a post-grant review for such original patent.
§ 326. Conduct of post-grant review
(a) REGULATIONS.―The Director shall prescribe regulations―
(1) providing that the file of any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except that any petition or
document filed with the intent that it be sealed shall, if
accompanied by a motion to seal, be treated as sealed pending the
outcome of the ruling on the motion;
(2) setting forth the standards for the showing of sufficient grounds
to institute a review under subsections (a) and (b) of section 324;
(3) establishing procedures for the submission of supplemental
information after the petition is filed;
(4) establishing and governing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chapter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review to other proceedings
under this title;
(5) setting forth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covery of relevant
evidence, including that such discovery shall be limited to
evidence directly related to factual assertions advanced by either
party in the proceeding;
(6) prescribing sanctions for abuse of discovery, abuse of process,
or any other improper use of the proceeding, such as to harass or
to cause unnecessary delay or an unnecessary increase in the cost
of the proceeding;
(7) providing for protective orders governing the exchange and
submiss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8) providing for the filing by the patent owner of a response to the
petition under section 323 after a post-grant review has been
instituted, and requiring that the patent owner file with such
response, through affidavits or declarations, any additional factual
evidence and expert opinions on which the patent owner relies in
support of the response;
(9) setting forth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llowing the patent
owner to move to amend the patent under subsection (d) to cancel
a challenged claim or propose a reasonable number of substitute
claims, and ensuring that any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atent
owner in support of any amendment entered under subsection (d)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s part of the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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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oviding either party with the right to an oral hearing as part
of the proceeding;
(11) requiring that the final determination in any post-grant review
be issued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notices the institution of a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except
that the Director may, for good cause shown, extend the 1-year
period by not more than 6 months, and may adjust the time
periods in this paragraph in the case of joinder under section
325(c); and
(12) providing the petitioner with at least 1 opportunity to file
written comments within a time period established by the
Director.
(b) CONSIDERATIONS.―In prescribing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consider the effect of any such
regulation on the economy, the integrity of the patent system,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Office, and the ability of the Office
to timely complete proceedings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c)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conduct
each post-grant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d) AMENDMENT OF THE PATENT.―
(1) IN GENERAL.―During a post-grant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the patent owner may file 1 motion to amend the
patent in 1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A) Cancel any challenged patent claim.
(B) For each challenged claim, propose a reasonable number of
substitute claims.
(2) ADDITIONAL MOTIONS.―Additional motions to amend
may be permitted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petitioner and the
patent owner to materially advance the settlement of a proceeding
under section 327, or upon the request of the patent owner for
good cause shown.
(3) SCOPE OF CLAIMS.―An amendment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enlarge the scope of the claims of the patent or introduce
new matter.
(e) EVIDENTIARY STANDARDS.―In a post-grant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the petitioner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a proposition of unpatentability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327. Settlement
(a) IN GENERAL.―A post-grant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terminated with respect to any petitioner upon the
joint request of the petitioner and the patent owner, unless the
Office has decided the merits of the proceeding before the request
for termination is filed. If the post-grant review is terminated with
respect to a petitioner under this section, no estoppel under
section 325(e) shall attach to the petitioner, or to the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on the basis of that pe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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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of that post-grant review. If no petitioner remains in the
post-grant review, the Office may terminate the post-grant review
or proceed to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28(a).
(b) AGREEMENTS IN WRITING.―Any agreement or
understanding between the patent owner and a petitioner,
including any col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such agreement
or understanding,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the termination of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 writing, and a true copy of such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be filed in the Office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post-grant
review as between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proceeding, the agreement or understanding shall be treated as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kept separate from the
file of the involved patents, and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to
Federal Government agencies on written request, or to any person
on a showing of good cause.
§ 328. Decision of the Board
(a) FINAL WRITTEN DECISION.―If a post-grant review is
instituted and not dismissed under this chapter,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issue a final written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patentability of any patent claim challenged by the
petitioner and any new claim added under section 326(d).
(b) CERTIFICATE.―I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issues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ubsection (a) and the time for appeal
has expired or any appeal has terminated, the Director shall issue
and publish a certificate canceling any claim of the patent finally
determined to be unpatentable, confirming any claim of the patent
determined to be patentable, and incorporating in the patent by
operation of the certificate any new or amended claim determined
to be patentable.
(c) INTERVENING RIGHTS.―Any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determined to be patentable and incorporated into a patent
following a post-grant review under this chapte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at specified in section 252 of this title for
reissued patents on the right of any person who made, purchased,
or 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ything patented by such proposed amended or new
claim, or who made substantial preparation therefor, before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b).
(d) DATA ON LENGTH OF REVIEW.―The Office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data describing the length of time between
the institution of, and the issuance of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ubsection (a) for, each post-grant review.
§ 329. Appeal
A party dissatisfied with the final written decision o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under section 328(a) may appeal the
decision pursuant to sections 141 through 144. Any party to the
post-grant review shall have the right to be a party to th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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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GR의 적용범위
AIA에서 새로 도입된 PGR 절차는 2012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AIA
PGR에서는 FTF 규정이 적용487)되는 특허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한다.488) FTI
특허는 discovery-intensive invention-date & secret prior-art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행정
적 절차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채택되었다.489) 따라서 PGR의 실질
적인 적용은 2013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 절차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행정특허판사(Chief Administrative Patent Judge)는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2012년 9월 16일 전에 개시된 저촉절차(interference proceeding)를 각하
하고490) PGR로 진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491) 한편, AIA에서는 USPTO로 하여금

PGR과 IPRev 시행일로부터 4년 동안 그 절차의 개시 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492)

2. PGR 신청
(1) 신청 요건
AIA에서 새로 신설된 PGR 규정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petition)으
로 개시되며,493) review 신청인은 등록일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적어도 하나
의 클레임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494)

PGR 신청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의
확인을 요하며,495) 신청인은 PGR 절차를 신청하는데 있어 당사자 적격 - 즉, 신청이 금
지되거나 금반언 적용이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496) 또한, 신청서와 함께 포함되어
야 할 내용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클레임,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특정하여야 한다.497) 신청에는 특허나 간행물의 사본, 및 증거나 의견을 뒷받침

487) FITF 규정의 적용은 2013년 3월 16일부터이다.
488)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f )(2)(A), 125 Stat. at 311. 이러한 제한은 2011년 3월 Senate floor managers'
amendment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489) 157 Cong. Rec. S1366 (daily ed. Mar. 8, 2011).
490)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신청인은 다시금 저촉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청구를 할 수 있다. (Dismissed
without prejudice)
491) 37 CFR 42.200(d). 이런 측면에서, PGR이 2012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고는 볼 수 없다.
492)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6(c)(2)(B), (f )(2)(B), 125 Stat. at 304, 311.
493) AIA §321(a)
494) AIA §321(b)(c)
495) AIA §322(a)(2)
496) 37 CFR 42.204(a)
497) AIA §32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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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affidavit498) 뿐만 아니라 Director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499)를 첨부하여야 한
다. 신청서 및 증거들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며,500) 등록특허에 관한 다
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중에게 공개된다.501)

(2) 신청서의 송달
PGR 신청서는 일종의 소장이 송달(service)되는 것과 유사하다. 특허권자로의 신청
서 송달은 ① 신청인과 특허권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메일과 같은 통신 방법(service

made electronically)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② 등기 속달(Express Mail)로도 가능하다. 사
적 송달(personal service)은 필요치 않다.502)

(3) 민사소송과의 관계
신청인이 PGR 신청일 전에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
하였다면 PGR이 개시될 수 없다.503) 한편, 신청인이 PGR 신청일 이후에 해당 특허 클
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확인소송(declaratory-judgment action)504)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소송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중지된다:505) ① 특허권자
가 법원에 그 중지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
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반소를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경우, 또는 ③ 신청인이 법원에 그
민사소송의 각하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특허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 법원
은 PGR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는 특허침해에 대
한 특허권자의 예비금지신청(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의 심리를 중지할 수 없
다.506)

AIA §322(a)(3)
AIA §322(a)(4)
AIA §322(a)(5)
AIA §322(b)
37 CFR 42.206(b)
AIA §325(a)(1)
다만, 해당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반소는 여기서 말하는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AIA §325(a)(3)
505) AIA §325(a)(2)
506) AIA §325(b). 본 규정의 “3개월” 기간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그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특허권자
는 이미 시장에 참가한 자로서 그 시장에 침해자가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소송이 지연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금지신청의 심리를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pre-AIA IPR의 BPAI appeal 계속 동안 금지청구에 관한 심리 원칙(Procter & Gamble Co. v. Kraft Foods Global,
Inc., 549 F.3d 842 (Fed. Cir. 2008))과 동일하게 AIA PGR에 옮겨놓은 것이다.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498)
499)
500)
501)
502)
503)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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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의 병합 (joinder)
Director는 복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병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 parte
또는 inter partes 재심사 절차, 저촉이나 derivation 절차를 중지 • 이관 • 병합 • 종료할지
를 결정할 수 있다.507) 따라서 USPTO는 review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와 동일한 신청
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개시된 절차에 새로운 신청을 하면서 병합
을 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다.508) 이와 같이,

USPTO는 병합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509)

3. PGR 절차의 개시
(1) 개시요건
PGR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개시된다: ① 신청으로 제출된 정보가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more likely than")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510) 또는 ② 신청으로 다른 특허나 출원에 중요한 새롭거나 해결되지 않
은 법적 문제(a novel or unsettled legal question)를 제기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511)

AIA §324(a)의 PGR 기준(more likely than)은 AIA §314(a) IPR의 "reasonable
likelihood" 기준보다 “약간 더 높은”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PGR에서는 실시가능요건이
나 성립성 요건 등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은 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USPTO는 그러한 논점을 제기한 신청인이 절차의 시작 시점에서 완전하
게 제시하여 discovery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512) 그리
고 두 번째 개시기준인 "novel or unsettled legal question" 요건은 2008년 법안에서 도입
되었는데,513) 이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는데 PGR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
자인된 것이다.514)

507) AIA §325(c)(d)
508)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509) 병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 differences in the products or processes alleged to infringe; the
breadth or unusualness of the claim scope that is alleged, particularly if alleged later in litigation; claim-construction
rulings that adopt claim interpretations that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claim interpretatio used in the first petition
when that petition' s interpretation was not manifestly in error; whether large numbers of patents or claims are alleged
to be infringed by one or more of the defendants; consent of the patent owner; a request of the court; a request by
the first petitioner for termination of the first review in view of strength of the second petition; and whether the petitioner
has offered to pay the patent owner' s costs. (157 Cong. Rec. S1376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510) AIA §324(a), 37 CFR 42.208(c)
511) AIA §324(b), 37 CFR 42.208(d)
512) 157 Cong. Rec. S1375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513) See 157 Cong. Rec. S1375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The 2008 bill is S. 3600, 110th Cong.,
which included an alternative chapter 32 threshold identical to that of § 324(b). See S. 3600, 110th Cong. sec. 5(c),
§ 327(b) (2008).
514) 154 Cong. Rec. S9988 (daily ed. Sept. 27, 2008) (statement of Sen. Kyl) ("Subsection (a) is directed only at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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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신청이 원특허의 클레임과 동일하거나 보다 좁은 재등록 특허의 클레임에 대
해 그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면, 그 PRG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515) 즉, 재등록 특허에
서 원특허(original patent)와 같거나 감축된 클레임에 기초하여 재등록 특허에 대한 PGR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review 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PGR 절차의 개시가 가능한 신청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특허
등록일 또는 확장(broadening) 재등록일(단지, broadened claims에 대해서만)로부터 9개월
이내; 및 ② 신청인이 특허의 무효성에 관한 민사소송을 개시하기 전.

(2) 특허권자의 예비응신
특허권자는 PGR 신청일이 부여되었음을 고지한 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지정기간
내에 예비응신(preliminary response)을 제출할 수 있는데,516) 그 응신에는 그 신청이 법
정요건(35 U.S.C. §324)을 만족하지 않아 이 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
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클레임에 관한 보정서는 포함될 수 없다. 예비응신 시에 하나 이
상의 클레임에 관하여 권리포기서(disclaimer)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해당 클레임이

PGR 신청 대상 클레임일 경우 PGR은 개시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자는 예비응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PGR 절차로 속히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517)

(3) 개시 여부의 결정
Director는 특허권자의 예비응신 접수일 또는 예비응신이 없는 경우 그 응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PGR의 개시(institute)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518)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중도 이를 입수할 수 있다. pre-AIA IPR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PGR 개시 여부에 대한 Director 결정에 대해서는 Appeal 할 수 없으며 최종
적인 것이다.519)

instances of error that PTO itself appreciates, while subsection (b) allows PTO to reconsider an important legal question
and to effectively certify it for Federal [C]ircuit resolution when it appears that the question is worthy of early conclusive
resolution.")
515) AIA §325(f)
516) AIA §323, 37 CFR 42.207(a)(b)
517) 37 CFR §42.207(b)
518) AIA §324(c)
519) AIA §3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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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GR 개시 후의 절차
(1) 특허권자의 응신기간
특허권자는 PGR 신청에 대한 응신을 제출할 수 있는데,520) 특별히 PTAB가 지정
하지 않는 한 PGR 가 개시된 날 이후 3개월 내에 응신하여야 한다.521)

(2) 특허의 정정
특허권자는 PGR 동안 PTAB의 동의 하에 ① 다툼이 된 클레임을 삭제하거나 ②
다툼이 된 클레임에 대해 합리적인 수의 대체 클레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정정
하는 1회의 청구(motion to amend)를 할 수 있다.522)
특허 정정청구는 특허권자의 응신 기한(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특허 정정
청구가 특허성 결여에 대한 PGR 신청인의 근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클
레임 범위의 확장 혹은 신규 사항의 도입을 위한 것이면 PTAB에 의해 거절된다.523)
특허 정정청구에는 클레임 리스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클레임 하나 당 대체(보정) 클레
임 하나가 대응될 것이나, 특허권자의 필요가 소명되면 추가적인 클레임이 정정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524) 또한, 특허권자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정된 클레임에 대해서 원래
의 명세서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와 우선권 대상이 되는 이전 출원서에 의해 어떻
게 지지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525)
추가 정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허권자와 신청인 간의 실질적인
화해를 위한 공동신청으로 또는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특허권자의 청구로 허용될 수
있다. PTAB는 이러한 추가 정정청구를 허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보충
정보를 제출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526)

(3) 보충정보 (supplemental information)의 제출
일단 PGR 절차가 개시되면 양 당사자는 ① 절차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충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고, ② 제출되는 보충정보가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보충정보 제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527) 만

520)
521)
522)
523)
524)
525)
526)

37
37
37
37
37
37
37

CFR
CFR
CFR
CFR
CFR
CFR
CFR

42.220(a)
42.220(b)
42.221(a)(3)
42.221(a)(1),(2)
42.221(a)(3)
42.221(b)(1),(2)
42.221(c)

- 162 -

일 절차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 보충정보 제출을 하려면 보충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 승인 요청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정보가 늦게 제출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및 그 보충정보가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고려되어야 함을
소명하여야 한다.528)
제출하려고 하는 보충정보가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경우
역시 정보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이 요구되며, 이 승인 요청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
정보가 이전에 제출될 수 없었던 이유 및 제출하고자 하는 보충정보가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고려되어야 함을 소명하여야 한다.529)

(4) Discovery
PGR 절차에서는 discovery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good cause"가 입증되면 허용
될 수 있으며, 그 discovery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사실적 주장에 직접 관련된 증
거로 제한된다.530) IPRev에서는 discovery 인정에 대해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기준을 채택한데 비하여 PGR에서는 "good cause"가 채택되었는데, 이들 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 "interest-of-justice" 기준이 "good cause"
기준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531) "good cause" 기준은 discovery를 정당화 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적 이유를 당사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interests-of-justice" 기준
은 Board가 모든 관련 요인(factors)을 고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nterests-of-justice" 기
준은 "good cause" 기준 이상을 상당히 커버하며, Board는 “관련 상황에 관한 전체” (the

totalit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의 관점에서532) discovery가 필요한 지의 여부를 고려
할 것이다.

527) 37 CFR 42.223(a)
528) 37 CFR 42.223(b)
529) 37 CFR 42.223(c)
530) AIA §326(a)(5); 37 CFR 42.224
531) 77 FR 48693, Changes to Implement Inter Partes Review Proceedings, Post-Grant Review Proceedings, and 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Aug. 14, 2012. ("Good cause and interests-of-justice are closely related
standards, but on balance, the interests-of-justice standard is a slightly higher standard than good cause. While a good
cause standard requires a party to show a specific factual reason to justify the needed discovery, interests-of-justice would
mean that the Board would look at all relevant factors. The interests-of-justice standard covers considerably more than
the good cause standard, and in using such a standard the Board will attempt to consider whether the additional
discovery is necessary in light of ' ' the totalit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 U.S. v. Roberts, 978 F.2d 17, 22 (1st
Cir. 1992).")
532) U.S. v. Roberts, 978 F.2d 17, 22 (1st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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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의 종료
(1) PGR 처리기간

PGR는 PTAB에 의해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도록 관리된다. 즉, PTAB는
Director의 Review 절차 개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고, 당사자 병합(joinder)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533)

(2) 최종 결정
PGR 절차가 개시되고 각하되지 않으면, PTAB는 신청인에 의하여 다투어진 특허
클레임과 특허정정으로 추가된 신규 클레임에 대한 특허성에 관하여 최종 서면결정서
를 발행한다.534) PTAB의 최종 서면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5 U.S.C. §141-144에 따
라 CAFC로 항소할 수 있으나,535)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재고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서면결정서가 발행된 후 불복(appeal)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복절차가 종결되
면,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 클레임을 삭제하고,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 클레임을 확인하며,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신규의 또는 보정된 클레임을 그
특허에 결합하는 증명서(Certificate)를 등록 • 공고한다.536)537)

(3) 화해
PGR 절차는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화해(settlement)로 종료될 수 있다.538) 다만, 그
종료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그 절차에 관한 실체를 판단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화해로 PGR이 종료된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해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는다.539)

533) AIA §326(a)(11), 37 CFR 42.200(c)
534) AIA §328
535) AIA §329. pre-AIA에 의하면, EPR에서의 특허권자는 Board 심결에 대해 §141에 따라 CAFC로 직접 항소하거나
§145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항소하여 사법적 재고를 구할 수 있다.
536) AIA §328(b)
537) PTO는 PGR 개시부터 그 종료까지의 기간 데이터를 공중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A §328(d)
538) AIA §327. 한편, PGR 절차는 "poor-quality" 특허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절차에서 화해를
규정한 것은 다소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특허권자와 화해하는 것이며, 공중의 이익은 그
러한 사적 합의에서 다루어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evin E. Noonan, "Post-grant Review Provisions
of S. 23", March 16, 2011.
539) 화해는 Review 절차의 종료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PTO로 제출되어야 한다. 화해 서류는 Review 파일과는
별도로 보관되는데, 서면 신청으로 또는 "good cause"를 소명한 자에게 정부기관에서만 입수할 수 있다. AIA
§3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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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
(1) 중용권
Review 절차의 결과에 따라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에 결합하게 된
보정 클레임이나 신규 클레임은 증명서의 등록 전에 그 보정 • 신규 클레임에 의한 것을
미국에서 제작 • 구입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미국으로 수입한 자 또는 그에 대하여 실질
적인 준비를 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재등록 특허에 대한 것과 동일한 중용권(intervening

right)를 갖는다.540)

(2) 금반언
AIA에는 금반언(estoppel)을 규정하는데, PGR 신청인 또는 그 이해당사자나 관계
인(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은, 최종 서면결정서가 나온 PGR 동안에 신청인이 제기
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기초로 PTO 절차를 청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541) 아울러 민사소송이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절차에서도 이
를 기초로 해당 클레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542)

540) AIA §328(c)
541) AIA §325(e)(1)
542) AIA §32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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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과도기적 PGR 프로그램
AIA에서, BM 특허의 침해로 제소당한 자는 특허기간에 걸쳐 거의 모든 무효사유
에 기초하여 BM 특허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창설하였다. 즉, AIA는 그 제정일로부터

1년 내에, Director는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BM)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과도기적 Post-grant Review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Review; "BMR") 절차
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하도록 규정한다.543) 이러한 과도기적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PGR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544)

BMR은 PTAB에 의해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도록 관리된다. 즉, PTAB는
Director의 review 절차 개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다
만 "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545)

BMR 절차는 기본적으로 PGR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
가 있다:

① BMR 절차는 BM 특허로 한정되지만 AIA 시행일 전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모두 적용되며, 특허의 유효기간(the effective life of the patent)에 걸쳐 제기할 수 있다.

② BMR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그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자(its
real parties in interest or privies)가 특허침해로 제소를 당했거나(sued)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는(charged)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BMR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인 및 그 실제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서 “실제로
제기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민사소송과 ITC 절차에서 금반언이 적용된다.546)

④ BMR 절차에서 제시될 수 있는 선행기술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FTI 특허에 대해서도 pre-AIA §102(b) 규정의 비공개 선행기술로 무
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시 계속 중인 민사 침해소송의 중지 신청은 “4-요인 테스트”에 따라 고려되
며,547) 당사자는 중간항소로 지방법원의 중지결정에 관한 재고를 구할 수 있다.

543) AIA Sec. 18. 본 규정은 35 U.S.C. §101에 따른 특허대상에 관한 범주를 개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서는 안 된다.
544) 다만, AIA §321(c)[Filing Deadline] 및 §325(b)[Preliminary Injunctions], (e)(2)[Civil Actions And Other Proceedings],
(f)[Reissue Patents] 규정은 BMR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545) AIA §326(a)(11), 37 CFR §42.300(c)
546)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18(a)(1)(D),
547)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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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8, 125 Stat. at 329
BM 특허에대해과도기적PGR을규정
발효일: 2012.9.16.; 2020.9.16. 종료

<new>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ic Law 112-29,sec. 18, 125
Stat. 284 provides as follows:
(a) TRANSITIONAL PROGRAM.(1) ESTABLISHMENT.Not later than [Sept. 16, 2012]the date that
is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Director
shall issue regulation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transitional post-grant review proceeding for review of the
validity of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The transitional
proceeding implement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be
regarded as, and shall employ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a
post-grant review under chapter 32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subject to the following:
(A) Section 321(c) of title 35,United States Code, and subsections
(b), (e)(2), and (f)of section 325 of such title shall not apply to a
transitional proceeding.
(B) A person may not file a petition for a transitional proceeding
with respect to a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unless the
person or the person's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has been sued
for infringement of the patent or has been charged with
infringement under that patent.
(C) A petitioner in a transitional proceeding who challenges the
validity of 1 or more claims in a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on a ground raised under section 102 or 103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set
forth in section 3(n)(1), may support such ground only on the
basis of(i) prior art that is described by section 102(a)of such title of such
title (as in effect on the day before such effective date); or
(ii) prior art that(I) discloses the invention more than 1 year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I) would be described by section102(a) of such title (as in effect
on [March 15, 2013, i.e.,] the day before the effective date set
forth in section3(n)(1)) if the disclosure had been made by another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patent.
(D) The petitioner in a transitional proceeding that result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under section 328(a)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with respect to a claim in a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or the petitioner's real party in interest, may not assert,
either in a civil action arising in whole or in part under
section1338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or in a procee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nder section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37), that theclaim is invalid
on any ground that the petitioner raised during that trans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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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
(E)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transitiona lproceeding only for a
patent that is a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2) EFFECTIVE DATE.-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upon theexpiration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shall apply
to any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issued before, on, or after
that effective date, except that the regulations shall not apply to a
patent described in section 6(f)(2)(A) of this Act during the period
in which a petition for post-grant review of that patent w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321(c)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3) SUNSET.(A) IN GENERAL.- This subsection, and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this subsection, are repealed effective upon the expiration
of the 8-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at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to paragraph (1) take effect.
(B) APPLICABILITY.-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this
subsection and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continue to apply, after the date of the repeal under subparagraph
(A), to any petition for a transitional proceeding that is filed
before the date of such repeal.
(b) REQUEST FOR STAY.(1) IN GENERAL.- If a party seeks a stay of a civil actionalleging
infringement of a patent under section 281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relating to a transitional proceeding for that patent,
th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enter a stay based on(A) whether a stay, or the denial thereof, will simplify the issues in
question and streamline the trial;
(B) whether discovery is complete and whether a trial date has
been set;
(C) whether a stay, or the denial thereof, would unduly prejudice
the nonmoving party or present a clear tactical advantage for the
moving party; and
(D) whether a stay, or the denial thereof, will reduce the burden of
litigation on the parties and on the court.
(2) REVIEW.- A party may take an immediate interlocutory appeal
from a district court's decision under paragraph (1).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hall review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to ensure consistent application of
established precedent, and such review may be de novo.
(c) ATM EXEMPTION FOR VENUE PURPOSES.-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under section281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of a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an automated teller machine
shall not be deemed to be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for purposes of section 1400(b)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d)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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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means a patent that claims a method or
corresponding apparatus for performing data processing or other
operations used in the practice,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of
a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except that the term does not
include patents for technological inventions.
(2) REGULATIONS.- To assist in implementing the transitional
proceeding authorized by this subsection, the Director shall issue
regulations for determining whether a patent is for a technological
invention.
(e) RULE OF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as amending or interpreting categories of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set forth under section 101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1. BMR의 적용 범위
(1) 적용 시기
AIA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BMR은 2012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별
도의 입법적 연장이 없다면 2020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548) 효력발생일 전
후에 등록된 모든 영업방법 특허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영업방법 특허에 관하여, 그
특허의 침해 혐의로 피소되었거나 침해의 책임을 졌던 자나 그 실제 이해당사자가 아니
면, BMR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BMR에 따른 규정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 BMR 절차는 폐지되지만, 그 종료일 전에 제출된 BMR 신청에 대해서는 종료일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549)

(2) 영업방법 발명의 정의
BMR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업방법(BM)에 관한 특허”라 함은550) “금융
(financial)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실무, 행정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나 기
타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청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는 “기술적 발명”(technological inventions)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지 않는다.

BMR 대상이 되는 BM 특허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산업
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제외하는 것과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548)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18(a)(2), (3), 125 Stat. at 330331.
549) 37 CFR 42.300(d)
550) AIA Section 18(d)(1)

- 169 -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인 한 BMR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551)

(a) "technological inventions"
“기술적 발명에 대한 특허” 예외는 그 특허의 신규성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혁신에 기인하고 기술적 문제를 기술적 해결책으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 있고,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을 클레임한 것만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을 수행하
는 과정이나 방법(그 과정이나 방법이 신규한 것이든 아니든지를 불문하고)을 성취하기
위한 공지의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552)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BMR의 적용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BM을 실행
하는데 사용되는 신규하고 비자명한 소프트웨어 툴을 클레임한 유형적인(tangible) 상품
에 관한 특허까지도 커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553) BMR 규정은 추상적인
사업 개념 및 그 구현에 대해서만 (그것이 컴퓨터에 구현된 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그와 다른 용도에 대한 컴퓨터 동작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관한 응용과 관련한 발명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54) 한편, 특허 클레임에 단순히 기술적 요소가 단순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클레임 발명이 기술적 발명으로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555)

551) 2011년 9월 Senator Shuster는 "BM 특허"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 서비스 산업에 유일한 BM 특허들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만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허라는 점에서 그러한 BM 특허만을
타겟으로 삼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금융 서비스
제공자도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라고 언급하였다. 157 Cong. Rec. H4497 (daily ed. June
23, 2011) (statement of Rep. Shuster). 그러나 Senator Schumer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AIA에는 BMR
에 대해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로 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인의 기본적 사업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인 자에 의하여 사용될 것으로 제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BMR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
용될 수도 있는 특허에 적용된다.” 라고 지적하였고, 57 Cong. Rec. S5432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BMR 지지자의 대부분은 Senator Schumer의 입장과 비슷한 관점을 보였다. 아울러, 2011년 6월 하
원에서, Representative Lamar Smith는 “본 규정은 어느 하나의 산업이나 섹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에 미친다. BMR은 금융 상품과 소매서비스 영역에서의 사업 응용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단계들을 기술
한 특허에 적용된다.”라고 하였고, 157 Cong. Rec. E1184 (daily ed. June 23, 2011) (statement of Rep. Smith) 또한,
2011년 9월, Senator Leahy도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는 은행에만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 중개, mutual fund,
annuity, 및 전통적인 은행업에 속하지 않는 금융 회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산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의도한
것임을 표며하였다.157 Cong. Rec. S5441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Leahy).
552) 157 Cong. Rec. S1364 (daily ed. Mar. 8, 2011). 이러한 해석은 다수의 상원 의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553) 157 Cong. Rec. S5433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Kirk).
554) 157 Cong. Rec. S1379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Kyl) (“컴퓨터 동작과 관련된 발명은 분명 소프트
웨어 발명을 포함하는데, 소프트웨어 요소를 언급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는 이유만으로 BMR
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BM 특허가 BMR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요소를 언급한 발명이 소프트웨어로서 신규하지 않다면 그 특허는 소프트웨어 요소가 있다
는 이유만으로는 BMR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55) 157 Cong. Rec. S1364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기술적 발명 예외 규정은 특허에
단순히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를 배제하고자 의도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
웨어, 통신이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메모리, 저장매체, 스캐너, 디스플레이, 데이터베이스, ATM이나 POS와 같
은 특정 장치, 기타 공지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은 그 특허를 기술적 발명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특허는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지의 기술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술
적 발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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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란 현재 또는 장래의 금전 기타 보수의 이동을 규정하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말하며, BMR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클레임이 금융 상품이
나 서비스를 커버할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만 한다.556)

(c) "Practice,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이것은 BMR 대상이 구체적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커버하는 특허로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커버하는 특허에 더하여,
마케팅, 소비자 인터페이스, 웹 사이트 관리와 기능성, 데이터의 전송이나 관리, 서비스,
보험업, 소비자 교신, 회사 내부 업무 등을 포함하여,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부수적인 활동을 커버하도록 의도된 것이다.557)

2. BMR 신청
(1) 신청 요건
BMR의 신청인은 AIA 발효일558) 전까지 유효한 AIA 개정 전의 35 U.S.C. §102,
§103에 따른 근거 중에서 다음에 기초하여서만 영업방법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559) ① pre-AIA §102(a)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 또는 ② (i) 출원일보다 1년 전에
미국 내에서 발명자가 그 발명을 개시한 것으로서, (ii) 그 개시가 출원인의 발명 전에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었다면 pre-AIA §102(a) 규정에 해당될 수 있었을 선행기술. 여
기서, 위 ②는, pre-AIA §102(b)의 grace period에 pre-AIA §102(a)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것인데, 이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만을 선행기술로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
며, 이는 BMR 절차에서 "secret-prior-art"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560)

(2) 신청 기간
BMR 절차는 기본적으로 PGR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신청기간에 대한 AIA
§321(c) [Filing Deadline]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바, BMR 신청은 일반 PGR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561) 다시 말하면, BM 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일

556) 157 Cong. Rec. S4532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57) 157 Cong. Rec. S1364-65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157 Cong. Rec. S5432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58) AIA Sec. 3(n)(1)
559) AIA Section (a)(1)(C)
560) 157 Cong. Rec. S1366 (daily ed. Mar. 8, 2011).
561) 37 CFR 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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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9개월 동안에는 일반 PGR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BMR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청인
신청인은 특허침해 소송의 피소 당사자이거나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
혹은 이러한 당사자의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및 당사자의 관계인(privy)
이 아니면 BMR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 함은 비
침해 확인소송(declaratory action)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정도로 실제적이면서 상당한
정도의 분쟁 단계에 있는 침해 주장 피의자이어야 한다.562) 위에서 기술한 당사자, 그의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나 관계인(privy)은 신청서에서 확인된 바, 다툼이
되는 클레임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 금반언이 적용되는 경우 BMR 신청을 할 수 없
다.563)

(4) 신청서의 내용
BMR 절차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인은 그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564)

또한, 신청서와 함께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클레임,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거, 다툼의 대상이 되는 클레임의 해석, 이러한 해석에 의해 클레임이
특허허여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설명, 다툼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첨부번호와 증거의
관련성 및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여 밝혀야 한다.565) PTAB는 당사자가 증거에서 다툼의
근거가 되는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증거로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566)

3. 효과
(1) 민사소송의 중지 여부
특허침해의 민사소송(§281)에서, 그 특허에 대한 BMR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그 민사소송의 중지를 구하면, 법원은 다음에 근거(4-요인 테스트)하여 민사소송을 중지
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① 중지나 그 거절이 문제가 된 쟁점을 단순화하고 그 재판을
간소화하는 지의 여부, ② 증거개시가 완료되었는지 및 공판 일자가 정해졌는지의 여부,

③ 중지나 그 거절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562)
563)
564)
565)
566)

37
37
37
37
37

CFR
CFR
CFR
CFR
CFR

42.302(a)
42.302(b)
42.304(a)
42.304(b)(1)~(5)
42.304(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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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당사자에게 명백한 전략적 이점을 주는지의 여부, ④ 중지나 그 거절이 당사자
들과 법원에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는지의 여부.
민사소송 중지의 4-요인은 Broadcast Innovation567) 판결의 테스트를 채용한 것인
데,568) 의회 기록에 의하면, 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소송의 중지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
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569)
당사자는 소송 중지 여부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중간항소

(interlocutory appeal)를 할 수 있다. CAFC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재고하여 확립된 선례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러한 재고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새롭게(de novo) 진행된다.570) CAFC에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방법원의 절
차는 중지된다.571)

(2) 금반언
영업방법 특허의 클레임에 관하여, BMR 절차를 신청하여 AIA §328(a) 규정의 최
종 서면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연방사법절차법(Title 28)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또는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따른 ITC 절차에서, 신청인이 그 BMR 절차에서 제기
하였던 근거로 해당 클레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3) BM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지 결정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연방사법절
차법(Title 28) §1400(b) 규정의 목적상 정규의 확립된 영업장소로 보지 않는다.572)

567) Broadcast Innovation, L.L.C. v. Charter Communications, No. 03-CV-2223-ABJ-BNB, 2006 WL 1897165 (D. Colo.
Jul. 11, 2006).
568) 157 Cong. Rec. S1364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69) 157 Cong. Rec. S1364 (daily ed. Mar.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70) 157 Cong. Rec. S1364 (March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71) 157 Cong. Rec. S1364 (March 8, 2011) (statement of Sen. Schumer).
572) AIA Sec. 18(c)

- 173 -

Ⅴ. Supplemental Examination (보충심사)
AIA에서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그 특허와 관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USPTO를 통하여 고려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Supplemental Examination" (보충심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573) AIA에 의하면, 종전 심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
았거나 부적당하게 고려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특허의 보충심
사 동안 고려되거나 정정되면 그 정보와 관련한 행위에 기초하여 그 특허가

unenforceable 하다고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574) 따라서 특허권자는 심사과정에 있었
던 정보 미제출에 관한 흠결을 특허등록 후에 침해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치유할 수 있
게 된 것이다.575) 다만, 보충심사가 청구되기 전에 불공정행위에 관한 주장이 민사소송
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그 불공정행위를 치유하는데 보충심사가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보충심사 및 그에 따른 재심사가 ITC나 지방법원 소송이 제출되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정보에 기초한 항변에 대해 보충심사에 의한 치유 효과가 적용되지 않
는다.
보충심사는 특허권자에 의해서만 청구될 수 있으며, USPTO 심사관에 의하여 수행
된다. 특허권자는 소송의 개시 전에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USPTO는 이전의 심
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새로운 정보(또는
선행기술)가 고려되도록 하거나, 기록상 진술의 잘못(오류)을 정정하거나, 미개시한 선
행기술(undisclosed prior art)이 고려되도록 하거나, 종전에 고려되었던 선행기술이 다시
고려되도록 하는(예: 종전에 간과되었던 관련 부분이 있는 경우) 등으로 잠재적인 불공
정행위(inequitable conduct)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기준은 현행 EPR
에서와 마찬가지의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SNQP) 요건이 적용된다.
보충심사는 USPTO의 심사부에서 Chapter 30 (EPR)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데,576) 보충심
사에서는 EPR에서와는 달리 35 U.S.C. §101, §112 문제도 다룰 수 있다.

USPTO는 2012년 1월에 보충심사에 관한 규칙(안)을 고시하였는데,577) 그에 대한
코멘트를 일부 반영하여 2012년 8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578)
573) AIA §257(a)
574) AIA §257(c)(1). 현행법의 재등록 절차에 의해서는 소송에서의 불공정 행위 책임을 제거할 수 없지만, 보충심사
는 이를 치유할 수 있다.
575) 한편,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GPhA)는, 보충심사 절차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그 원출원에서 PTO에
대해 정보를 악의로(knowingly) 속이거나 고의로(intentionally)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 이
와 같은 보충심사 절차는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되거나 악의로 PTO를 속인 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onald Zuhn, "Reaction to Manager' s Amendment to House Patent Reform Bill",
April 13, 2011. <http://www.patentdocs.org>
576) AIA §257(b)).
577) See "Changes to Implement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nd
to Revise Reexamination Fees." 77 FR 3666 81 (Jan. 25, 2012)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578) "Changes To Implement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Provisions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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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2, 125 Stat. at 325-27
§257. 특허권자가특허와관련한정보를고려하도록USPTO로
보충심사를청구할수있음.
개시요건: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발효일: 2012.9.16

<new>

§ 257. Supplemental examinations to consider, reconsider, or
correct information
(a)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A
patent owner may request supplemental examination of a patent in
the Office to consider, reconsider, or correct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evant to the patent, in accordance with such requirements
as the Director may establish.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a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s received, the Director shall conduct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shall conclude such examination
by issuing a certificate indicating whether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request raises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b) REEXAMINATION ORDERED.―If the certificate issued
under subsection (a) indicates that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s raised by 1 or more items of information in the
request, the Director shall order reexamination of the patent. The
re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according to procedures
established by chapter 30, except that the patent owner shall not
have the right to file a statement pursuant to section 304. During
the reexamination, the Director shall address each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dentified during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notwithstanding the limitations in chapter 30
relating to patents and printed publication or any other provision
of such chapter.
(c) EFFECT.―
(1) IN GENERAL.―A patent shall not be held unenforceable on
the basis of conduct relating to information that had not been
considered, was inadequately considered, or was incorrect in a
prior examination of the patent if the information was considered,
reconsidered, or corrected during a supplemental examination of
the patent. The making of a request under subsection (a), or the
absence thereof, shall not be relevant to enforceability of the
patent under section 282.
(2) EXCEPTIONS.―
(A) PRIOR ALLEGATIONS.―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 allegation pled with particularity in a civil action, or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in a notice received by the patent owner under
section 505(j)(2)(B)(iv)(II)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55(j)(2)(B)(iv)(II)), before the date of a

Revise Reexamination Fees; Final Rule." 77 FR 48828 (Aug.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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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examination request under subsection (a) to
consider, reconsider, or correct information forming the basis for
the allegation.
(B) PATENT ENFORCEMENT ACTIONS.―In an action
brought under section 337(a)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37(a)), or section 281 of this title,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y defense raised in the action that is based upon information
that was considered, reconsidered, or corrected pursuant to a
supplemental examination request under subsection (a), unless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any reexamination ordered
pursuant to the request, are conclud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ction is brought.
(d) FEES AND REGULATIONS.―
(1) FEES.―The Director shall, by regulation, establish fees for the
submission of a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of a patent,
and to consider each item of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request.
If re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ubsection (b), fees established
and applicable to ex 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s under
chapter 30 shall be paid, in addition to fees applicable to
supplemental examination.
(2) REGULATIONS.―The Director shall issue regulations
governing the form, content, and other requirements of requests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reviewing information submitted in such requests.
(e) FRAUD.―If the Director becomes aware, during the course of
a supplemental examination or reexamination proceeding ordered
under this section, that a material fraud on the Office may have
been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patent that is the subject of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then in addition to any other
actions the Director is authorized to take,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any claims found to be invalid under section 307
as a result of a reexamination ordered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also refer the matter to the Attorney General for
such further action as the Attorney General may deem
appropriate. Any such referral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file of the patent,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unless the United States charges a person
with a criminal offense in connection with such referral.
(f) RULE OF CONSTRUCTION.―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1) to preclude the imposition of sanctions based upon criminal or
antitrust laws (including section 1001(a) of title 18, the first
section of the Clayton Act,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to the extent that section relates to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2) to limit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 to investigate issues of
possible misconduct and impose sanctions for misconduct in
connection with matters or proceedings before the Offi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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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limit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 to issue regulations under
chapter 3 relating to sanctions for misconduct by representatives
practicing before the Office.

1. 보충심사의 청구
특허권자는 특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고려되도록 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579) 보충심사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정보의 종류와
무관하게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특허성의 재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특
허권자에 의하여 청구되는 EPR의 경우에 선행기술로서 특허와 간행물만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그 재고의 범위가 보다 넓혀진 것이다.580) 보충심사는 종전의 심사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소유하였던 정보를 제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선행자료를 PTO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또는 PTO가 출원에 있었던 관련 정
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면, 그 정보는 보충심사 청구의 근거로 될 수 있다.

(1) 청구권자
보충심사 청구는 당해 특허에 대해 전체 권리를 가진 권리자만이 제출할 수 있
다.581)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는 보충심사 절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류를 제출하
거나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582) 가령 제3자의 서류가 제출되면 이는 공식적인 파일
로 접수되지 않고 폐기된다.583)
보충심사는 특허권자(patent owner)에 의하여 청구될 수 있으며, 여기서 특허권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584) 따라서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일부
만을 가진 자는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배타적 실시권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37 CFR 3.71 & 3.73(c) 규정의 포기(waiver)를
요청하는 37 CFR 1.183 petition이 제출되면 보충심사 청구가 모든 권리자에 의하지 않

579) AIA. §257(a)
580) Kevin B. Laurence and Matthew C. Phillips, "Supplemental Examination Under the Patent Reform Act of 2010",
Intellectual Property Today, June, 2010.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가능요건 평가와 관련한 실험 데이터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http://www.iptoday.com>
581) 37 CFR 1.601(a)
582) 37 CFR 1.601(b)
583) 37 CFR 1.620(c)
584) See MPEP 301 ("All parties having any portion of the ownership of the patent property must act together as a
composite entity in patent matters before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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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① 공동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무능력자로 된 경우, ② 공
동권리자가 합류하기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느
공동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상속인, 유산관리인, 또는 지정유언집행자는 보충
심사 청구에 합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느 공동 권리자가 법적 무능력자로 된
경우, 그 자의 법정대리인은 보충심사 청구에 합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느 공동 권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권리자의 petition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련 사실
에 관한 증거, ② 그들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움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
하다는 소명, 및 ③ 모든 공동 권리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2) 청구기간
보충심사 청구는 특허의 "period of enforceability" 동안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
며,585) 동일한 특허에 대해 둘 이상의 보충심사 청구도 가능하다.586) 다만, 민사소송에
서 불공정 행위의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충심사에 따른 절차가 특허권자에 의
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충심사는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
함을 치유하는데 사용될 수 없고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법원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는
다.587)

(3) 수수료
USPTO는 2010년도의 EPR과 IPR에 소요된 비용을 분석하여588) 보충심사 및 EPR
절차의 비용을 추정하였는데,589) 종전에 비하여 EPR 청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다.
보충심사를 청구할 때 보충심사 청구 수수료 및 EPR 청구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보충심사 결과 EPR이 개시되지 않으면 EPR 청구 수수료는 반환된다.590)

(i) 보충심사 수수료 ... ① 보충심사 청구에 대한 처리 수수료: $5,140, ② 보충심사
처리 결과 EPR의 개시에 대한 수수료: $16,120, ③ 보충심사 절차에서 20 페이지가 넘는
비특허 문헌에 대한 처리 수수료:591) 21-50 페이지의 문헌당 $170, 추가 50 페이지 단위
당 $280.

(ii) EPR 수수료 ... ① EPR 청구 수수료: $17,750, ② EPR 또는 IPR 절차에서
585)
586)
587)
588)

37 CFR 1.601(c)
37 CFR 1.605(a)
157 Cong. Rec. S1097 (daily ed. Mar. 2, 2011) (statement of Sen. Hatch).
USPTO의 분석자료는 USPTO 홈페이지의 "Cost Calculations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참
조. <http://www.uspto.gov/aia_implementation/cost_calc_supplemental_exam.pdf>
589) USPTO에 의하면, 종전의 수수료는 그 절차의 처리에 드는 USPTO의 비용에 비하여 부족하였으며, 최종 규칙에
서는 추정 평균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590) 37 CFR 1.26(c)(3), 1.625(c)
591) 37 CFR 1.20(k)(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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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제출 수수료(37 CFR 1.550(i) & 1.937(d)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 $1,930, ③ EPR
청구가 거부된 경우의 수수료: $4,320.

(4) 내용 요건
보충심사 청구에 대한 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592) ① 청구 대상이 되는 특허의
수 표시, ② 고려 • 재고 • 정정되고자 청구하는 정보항목의 리스트, ③ 청구 대상의 특
허에 대한 종전에 또는 현재에 진행되는 USPTO 절차(post-patent Office proceedings)를
표시한 리스트(절차의 종류, 그 절차의 확인번호(예: control number 또는 재등록 출원번
호) 및 그 절차의 제출일), ④ 보충심사가 청구되는 각 특허 클레임의 표시, ⑤ 청구 대
상 클레임에 대해 각 정보항목을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성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설명
서, ⑥ 청구 대상 특허의 사본 및 그 특허에 대해 등록된 disclaimer 또는 certificate의 사
본, ⑦ 각 정보항목의 사본(비영어 정보항목의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문 첨
부),593) ⑧ 50 페이지가 넘는 문헌이 제출되는 경우 그 관련 부분에 관한 요약서 (요약서
에는 그 관련 부분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⑨ 청구 대상 특허에 관한 전체
권리의 소유자(들)의 표기 및 특허의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594)
아울러, 보충심사 청구에는 다음을 포함시킬 수 있다:595) ① 청구의 일부로서 제출
된 각 요소를 항목별로 기재한 표지, ② 청구의 내용물에 대한 테이블, ③ 클레임이 정
보항목에 비하여 어떻게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지에 관한 설명, 및 ④ 각 정보항목이

SNQP를 야기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의 이유에 관한 설명.

(5) 정보항목 (item of information)
보충심사 청구에는, EPR과는 달리,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와 관련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그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고려되
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고려되었던 어떠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디오나 비디오 기록물의 필사본(transcript)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제출
될 수 있다.
정보항목은 보충심사 청구의 일부로서 제출하면서 특허권자가 USPTO로 고려 • 재
고 • 정정하고자 요청하는, 당해 특허와 관련 있는 것으로 믿는 정보가 들어 있는 문헌
을 포함한다.596) 정보항목은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597) 오디오나 비디오 기록물의 경우
서면 필사본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598)
592)
593)
594)
595)
596)
597)

37 CFR 1.610(b)

다만, 정보항목이 미국 특허 또는 공개출원인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7 CFR 2.73 (Establishing right of assignee to take action) 참조
37 CFR 1.610(c)
37 CFR 1.605(b)
37 CFR 1.2 참조.

- 179 -

보충심사 청구에서 제출될 수 있는 정보항목의 수는 최대 12 이다.599) USPTO는
문서와 같은 정보항목의 수를 계산하며, 특허권자가 제기한 논점이나 근거의 수를 따지
지는 않는다. 하나의 인용자료에 대해 복수의 논점(예: 35 U.S.C. §102, §103 & §112)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정보항목으로 카운트된다. 하나의 정보항목이 다른 정보항
목(들)과 결합되면 그 정보항목들은 각각 별개로 카운트된다.600) 다만, 비영어 문헌과
그 번역문 및 50페이지를 초과하는 문헌과 그 요약서601)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35

U.S.C. §103에 따라 복수 선행자료의 결합이 인용된 경우 각 선행자료는 하나의 정보항
목으로 카운트된다. 누적적인(cumulative) 정보항목들도 각각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 자
료 A가 자료 B에 누적적인 경우 이는 두 정보항목으로 카운트된다. 특허권자는 복수의
정보항목이 서로 누적적인 경우로 생각되면, 그 중 하나나 둘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
을 것이다.

(6) 보충심사 청구의 제출일
보충심사 청구는 37 CFR 1.605 (정보항목), 1.610 (청구의 내용), 1.615 (서류의 형
식)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제출일이 인정되지 않는다.602) USPTO는 최초 제출된
청구에 대해 그 제출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지정기간 내에 그 청구가 완전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특허권자가 지
정기간 내에 모든 흠결이 치유된 정정된 청구를 제출하면 그 청구의 제출일은 정정된
청구의 접수일로 된다. 다만, USPTO는 보충심사 청구에 단순히 사소한 흠결(예: 마진과
같은 형식적 사항) 만이 있는 경우 재량으로 그 제출일을 인정할 수 있다. 보충심사에
대한 3개월 기간(보충심사의 접수에서 종료까지의 기간)은 그 인정된 제출일로부터 기
산된다.
보충심사 청구가 그 요건을 준수하여 제출일이 인정되면, 그것은 IFW 및 PAIR 시
스템으로 들어가서, 공중은 Public Pair를 통하여 관련 서류와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598) 37 CFR 1.605(c)
599) 37 CFR 1.605(a). 규칙(안)에서 USPTO는 각 보충심사 청구에 대해 10개의 정보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제안
하였는데, 공중은 그 개수를 늘리거나 아예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코멘트하였다. 최종 규칙에서는 그 개수를 12
로 규정한다. USPTO는 12 정보항목으로 제한한 것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USPTO는 보충심사
청구에 대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정보항목의 개수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② 2011년에 청구된
EPR의 93%에서 12개 문헌 이하이었다. ③ 보충심사는 특허소송에서 불공정행위 주장에 대한 방어책인데, 통상
그에 관한 것이 12 정보항목을 넘지 않는다. ④ 12 정보항목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의 보충심사를
청구하면 될 것이다.
600) 37 CFR 1.605(d)
601) 37 CFR 1.610(b)(8)
602) 37 CFR 1.6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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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심사의 수행
USPTO는 보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충심사를 수
행하여, 보충심사 청구에서 제출된 정보가 "SNQP"를 제기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증
명서(certificate)를 등록하고, 그 심사를 종료한다.603) 한편, 보충심사 절차는 Central

Reexamination Unit에서 심사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해 특허의 출원을 심사하
였던 심사관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는다.

(1) 심사의 범위
AIA에서는 보충심사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데,604) 최종 규칙에서는 특허 클레임에 영향을 미치는 SNQP가 당해 청구에서 제시된
정보항목에 의하여 야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USPTO의 판단은 해당 클레임에 관한 정
보항목의 재고로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한다.605) 보충심사에서는 특허성 이슈에 관한 모
든 일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특정 클레임에 대해 각 정보
항목에 관하여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USPTO는 이를 고려한다.

(2) 면담
보충심사 절차에서 면담(interview)은 허용되지 않는다.606) 이는 보충심사에 대한 3
개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만, 청구서의 접수를 확인하거나 일반 절차
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전화통화는 여기서 말하는 면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보충심사 절차에 대한 것이며, 보충심사의 결과로 진행되는 EPR
절차에서는 일반 EPR 규정에 따라 면담이 허용된다.

(3) 보정
보충심사 절차에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607) 특허권자는 보충심사에서 정보항
목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608) 보정서는 정보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심사 청구에
보정서가 첨부되면 USPTO는 SNQP를 판단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AIA. §257(a). "SNQP 기준"은 현행 재심사(35 U.S.C. §303)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AIA §257(a), §257(d)(2)
37 CFR 1.620(a)
37 CFR 1.620(e). 보충심사 절차는 단지 SNQP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인 바, 보충심사에서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EPR 절차에서 실체에 관한 최초 OA가 나오기 전에는 특허성에 관한 논의를 위한 면담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상응한다. See 37 CFR 1.560(a).
607) 37 CFR 1.620(f)
608) 35 U.S.C. §257(a)

603)
604)
605)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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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심사의 결과로 진행되는 EPR 절차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35

U.S.C. 257(b)에서 특허권자가 35 U.S.C. §304 규정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일반 EPR 절차에서는 최초의 실체 OA가 나오기 전에 특허권
자가 35 U.S.C. §304 규정의 진술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따라
서 보충심사의 결과에 따른 EPR에서는 실체에 관한 최초 OA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정
서를 제출할 수 없다.609)

(4) 복수의 절차가 동시 계속 중인 경우
보충심사 절차는 그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USPTO는 보충심사 절차를 (동일 특허에 대한) 다른 보충심사 절차와 병합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USPTO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을 병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USPTO는
보충심사 절차 또는 그로 인한 EPR 절차가 다른 유형의 PTO 절차와 병합하는 것을 예
정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충심사의 결과로서 개시된 복수의 EPR 절차를 병합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한다.
동일한 특허에 대해 복수의 절차(post-patent proceedings)가 제출된 경우, 그 시작의
순서는 사안별로 결정된다. 보충심사 절차는 그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지어
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중지되지 않을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지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3. 보충심사 증명서
보충심사 절차는 소정 요건을 준수한 보충심사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고, 보충심사
증명서(Certificate)의 전자적 등록으로 종료한다.610) 보충심사 증명서에는 보충심사 청
구에서 제출된 각 정보항목에 의하여 SNQP가 제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USPTO의
판단 결과가 기술된다.611) 아울러, 그 증명서에는 그 청구의 제출일이 표기되고612) 각
정보항목을 리스트하면서 각 정보항목별로 SNQP 제기 여부도 표시된다. 그 증명서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에 의하여 SNQP를 제기하는 것으로 기술하면 EPR 절차가 개시된
다. 전자적으로 등록되는 보충심사 증명서는 당해 특허에 대한 공중 기록의 일부로 남
으며, 보충심사에 따른 EPR 증명서도 공개된다.

609)
610)
611)
612)

한편, 특허권자가 단지 클레임을 보정하려고 한다면 보충심사 청구가 아니라 재등록 출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AIA §257(a)
37 CFR 1.625(a)

제출일은 보충심사 절차의 35 U.S.C. §257(c)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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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 (EPR)
보충심사 증명서에서 그 청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에 의하여 SNQP가 제
기된다는 것을 나타내면, Director는 그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명한다.613) 이 재심사는

Chap. 30 (EPR) 규정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다만, 특허권자는 35 U.S.C. §304 규정의
진술서(statement)614)를 제출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비록 Chap. 30에는 특허와 간행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재심사에서 PTO는 보충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SNQP를 다루어야
한다. 그 EPR 절차는 재심사 증명서에 의하여 종결된다.
보충심사의 결과에 따른 EPR은 일반 EPR 규정(37 CFR 1.530-1.570)에 따라 수행되
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615) ① 특허권자는 37 CFR 1.530 규정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특허 클레임에 관한 재심사는 37 CFR 1.605
규정의 정보항목에 기초하여 수행되며, 37 CFR 1.552(a)616)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간행물 또는 재심사 절차 동안에 추가나 삭제되었던 사항(subject matter)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특허와 간행물에 의하여, 그리고 재심사 절차 둥안에 추가나 삭제된 사항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것에 추가된 논점(issues)은, 37 CFR 1.552(c)617)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되고 해결될 수 있다. ④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는, 37 CFR 1.555(b) 규정에도 불구
하고 37 CFR 1.56(b) 규정에 의하여 정의된다.

5. 효과
(1) 불공정 행위의 치유 및 그 한계
보충심사를 통하여 유지되는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보호막을 제공한다. 즉, 종전의
심사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고려되었거나 부정확하였던 정보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보충심사에서 고려되거나 정정되면, 그 정보와 관련한 행위에

613) AIA. §257(b), 37 CFR 1.625(b)
614) 35 U.S.C. §304 규정의 진술서라 함은, EPR 청구에 대해 SNQP를 야기한다고 판단되어 재심사 명령이 나온 경우
(실체에 관한 최초의 OA가 나오기 전에) 특허권자가 소정 기간 내에 그 SNQP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그 기간 내에 클레임 보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충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개시되는 경우에
는 위와 같은 특허권자의 진술서 제출 기회 (및 보정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615) 37 CFR 1.625(d)
616) 37 CFR 1.552 (Scope of reexamination in ex 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s.) (a) Claims in an ex 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 will be examined on the basis of patents or printed publications and, with respect to subject
matter added or deleted in the reexamination proceeding,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of 35 U.S.C. 112.
617) 37 CFR 1.552 (Scope of reexamination in ex 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s.) (c) Issu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will not be resolved in a reexamination proceeding. If such issues are raised
by the patent owner or third party requester during a reexamination proceeding, the existence of such issues will be
noted by the examiner in the next Office action, in which case the patent owner may consider the advisability of filing
a reissue application to have such issues considered and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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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불집행(unenforceability)한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618)
특정의 불공정 행위 사항을 보충심사에서 다룸으로써 특허를 보호할 수 있게 되겠
지만, 이 치유책을 이용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즉, ① 보충심사의 청구 전에,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주장 또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505(j)(2)(B)(iv)(II)에 따라 특허권자에 의하여 접수된 고지(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notice)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주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충심사에 의한 치
유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619) 또한, ② 보충심사 및 그에 따른 재심사 절차가 ITC 소
송(19 U.S.C. §1337(c)) 또는 특허침해소송(35 U.S.C. §281)이 제기된 날 전에 종결되지
않으면, 그 정보에 기초한 항변에 대해 보충심사에 의한 치유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다.620) 본 규정은 특허권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흠결)을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충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제3자가 소송에서 그 흠결을 미리 제기한 후에는 이를
치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621)

(2) 기망행위(fraud)에 대한 효과
보충심사나 그에 따른 EPR 과정에서 당해 특허와 관련하여 USPTO에 대해 심각한
기망행위(material fraud)가 저질러진 경우, PTO는 클레임의 삭제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그 사항을 Attorney General에게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622) 이러
한 회부 사실은 비밀로 취급되며, 그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공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USPTO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material fraud" 요건은 CAFC의 Therasense 판례623) 상의 불공정 행위에 비하여 그 범위
가 보다 좁은 것으로 본다. USPTO가 "material fraud"가 행해졌음을 알았더라도 보충심
사 또는 재심사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3) 중용권
보충심사 결과에 따른 EPR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특허에 새로 들
어간 클레임이 있는 경우, 그 신설되거나 보정된 클레임에 대한 중용권(intervening right)
및 종전의 침해책임(past liability)에 관해서는 재등록 특허에 대한 35 U.S.C. §252 및 재
심사에 대한 35 U.S.C. §307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AIA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618) AIA §257(c)(1). 아울러, 보충심사 청구 여부는 35 U.S.C. §282에 따른 특허의 enforceability와는 무관하다.
619) AIA §257(c)(2)(A)
620) AIA §257(c)(2)(B)
621) Kevin B. Laurence and Matthew C. Phillips, "Supplemental Examination Under the Patent Reform Act of 2010",
Intellectual Property Today, June, 2010. <http://www.iptoday.com>
622) AIA §257(e). 이 규정으로 USPTO의 조사의무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USPTO가 Attorney General로 회
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충심사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157 Cong. Rec. E1182 (daily ed. June 23, 2011)
(statement of Rep. Smith)
623)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on & Co., 649 F.3d 1276 (Fed. C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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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일한 효과가 부여될 것이다.624)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AIA의 보충심사 관련 규정은 ① 형법이나 반독점법(예: Title 18 §1001(a), Clayton
Act §1,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5)에 기초한 제재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② PTO
에 대한 사항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misconduct)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Director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③ PTO에 대한 대리인의 부정행
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Chap. 3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Director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625) 예를 들어, 발명자가 선언서에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그 거짓 정보가 보충심사를 통하여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자
는 여전히 위증(perjury)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USPTO에서의 fraud는
보충심사를 통하여 치유되어 특허가 불공정 행위에 따른 unenforceable 임을 주장할 수
는 없지만, fraud 그 자체는 치유되지 않고 다른 소송의 이유로 될 수 있다.626)

624) Kevin B. Laurence & Matthew C. Phillips, 앞의 논문.
625) AIA §257(f)
626) Kevin B. Laurence and Matthew C. Phillips,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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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영향 및 대책
1. AIA 재심 절차의 장단점
PGR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규로 특허등록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PGR의 제한된 discovery로 인하여 소송에 비하여 최선
의 선행기술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금반언 효과로 인하여 PGR 청구를 꺼
려할 수도 있다.

IPRev 또한 소송에 비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자동 중지 규정도 IPRev의 이용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
침해소송의 소장 송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금반언 효과가 그 청구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1) 재심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
pre-AIA의 EPR과 IPR에 관한 통계를 참조하면, 특허 클레임을 무효로 시키는 데에
IPR과 EPR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보다 유리함을 나타낸다. 더욱이, KSR 판례 이후
USPTO는 특허 무효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서 IPR은 점차 민사
소송의 대체나 부속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627)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다툼에 있어서 민사법원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USPTO의 재심
절차를 이용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다.628)

(a) 특허 클레임의 무효 가능성 제고
재심 절차에서의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은 지방법원에서의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보다 더 낮으며, 클레임 해석에 관하여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특허를 무효로 시킴에 있어서 재심 절차가 민
사소송에 비하여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재심 절차를 통하여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클레
임이 삭제되거나 더 이상 침해로 되지 않는 범위의 클레임으로 보정되기도 한다. 재심
사 절차에서는 특허권자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거절에 대해 충분히 응신하거나 증
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유효성 추정이 적
용되지만, 재심사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다.

627) Laura C. Brutman, "REEXAMINATION AND ITS INTERPLAY WITH LITIGATION", March 2011.
628) David L. McCombs & David M. O' Dell, "THE NEW ROLE OF REEXAMINATION IN PATENT LITIGATION",
2006 ADVANCED PATENT LAW INSTITUTE, Nov. 16-17, 2006.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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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금반언 효과
재심 절차 동안 제시된 특허권자의 의견은 심사이력 금반언을 구성하여 균등론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클레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들은 클레임 범위에 대해 특허 유효성 문제와 침해 문제에서 다르
게 주장하기도 한다. 특허권자의 경우 침해 문제에서는 클레임 범위를 넓게 주장하고
특허 유효성 문제에서는 보다 좁게 주장하며, 피고의 경우는 그 반대로 된다. post-grant
절차에 관한 기록은 특허의 심사이력에 포함되므로 당사자들은 향후 특허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USPTO로 클레임의 유무효성 입장을 제시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
서 post-grant 절차에 의한 특허 유효성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따른 이점은 금반언의 위
험성 및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에 추후 침해소송에서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불
이익의 관점에서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629)

(c) 클레임 해석에 관한 추가의 증거를 확보
재심 절차에서 제시된, 심사관의 의견 및 금반언을 구성하는 특허권자의 의견은
특허침해소송의 Markman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소송의 피고는 클레임 해석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d) 중용권 확보
재심 절차 동안 클레임이 보정되면 중용권이 발생될 수 있다. 1999-2009년 10년 동
안 IPR 심사 결과(certificates)에 따르면 특허의 모든 클레임이 삭제된 사건의 비율이

60%, 클레임이 보정된 사건의 비율이 35%로 나타났다.630)
(e) 소송의 중지
재심 절차로 인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피
고는 화해를 위하여 또는 설계 변경을 구현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소송을 중지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f) 보다 기술적 전문성 있는 심사관에 의한 무효성 판단
기술수준이 높은 특허의 경우 판사나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무
효성 주장이 강하지만 그 기술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허침해소송보
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유능한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629)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6
630) USPTO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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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재심 기간
pre-AIA의 IPR 절차의 경우, 신청일부터 증명서 발행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36.1 개
월로서631)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AIA에서는 PGR와 IPRev의 처리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므로, 재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PGR과 IPRev의 법정 1년
처리기한은 특허 유효성에 관한 신속한 해결을 구하는 Patent Challenger에게는 주요한
이점이다.

(2) 재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 특히 특허소송의 피고(accused infringer)가 재심 절차의 청
구를 꺼리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632)

(a) 특허의 유효성 추정의 강화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을 기초로 클레임의 무효성을 다투었지만 결과적
으로 클레임의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허소송에서 그것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
다.633)

(b) 금반언
재심 절차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금반언이 적용된
다 (다만, EPR의 경우는 제외). 다만, 재심 절차에서 간행물을 제시하였는데, 소송에서
그와 동일한 기술에 관한 공지 • 공용 사유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금
반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유형의 증거는 여전히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c) 특허권자의 클레임 보정 기회
재심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이 있으면서 여전히 피고 제
품을 커버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클레임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소송에서
는 이와 같은 보정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다만, 그렇게 보정된 클레임이 유효하고 침해
로 되더라도 소송의 피고는 아무런 금전 배상 없이 기존 제품을 실시할 수 있는 중용권
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634)\

631) USPTO 자료 (1999-20009년)
632) David L. McCombs & David M. O' Dell, "THE NEW ROLE OF REEXAMINATION IN PATENT LITIGATION",
2006 ADVANCED PATENT LAW INSTITUTE, Nov. 16-17, 2006. pp.24-27
633) See, Custom Accessories, Inc. v. Jeffrey-Allan Indus., Inc. 807 F.2d 955, 961 (Fed. Cir. 1986) (holding that upon
reissue, the burden of proving invalidity "is made heavier.")
634) See, Honeywell Int' l v. Hamilton Sundstrand Corp., 370 F.3d 1131, 1140 (Fed.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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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무효 다툼 절차의 전략적 선택방안
등록된 특허의 유무효성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민사법원의 특허소송 및 USPTO의

post-grant 절차가 있다. AIA에서 USPTO의 post-grant 절차로는 EPR, PGR, IPRev와 같은
“재심 절차”를 규정한다. USPTO의 재심절차는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하여 그 무효사유
가 제한(다만, PGR은 예외)되며, 향후 민사소송에서 금반언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허권
자는 클레임 보정을 통하여 무효를 극복할 수 있다.

(1) 재심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심 절차와 민사소송이 함께 계속 중이다가 민사소송이 먼저 종료된 경우,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클레임에 대해서 USPTO는 그 클
레임의 유효성을 재차 고려할 수 없으므로, 재심 절차에서는 그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
던 클레임에 관하여서만 심사한다.
재심 절차에서 클레임이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면, 특허권자는 현재 진행 중이
거나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그 클레임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재심 절
차에서 특허 클레임이 유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PGR 또는 IPRev 신청인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특허소송에서 금반언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민사소
송과 재심 절차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종료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 중지되지 않아 재심 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늦게 종료되는 경우, 금반언
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심원은 재심사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민
사소송이 중지되어 재심 절차에서 먼저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 피고는 특허무효라는
유리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로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되는 경우

USPTO의 “전문가”에 의하여 두 번(출원심사 및 재심 절차)이나 승인된 클레임의 유효
성을 소송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배심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
다.635)
특허 분쟁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대신에 민사소송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
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무효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점, full discovery를 이용할
수 있는 점, 하나의 법원에서 모든 사항(유효성, 특허침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판단
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허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의 유효성 추정이 적용되며,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판사나 배심원에 의하여 판단되
며, 가령 피고의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636)

635) Laura C. Brutman, "REEXAMINATION AND ITS INTERPLAY WITH LITIGATION", March 2011.
636) Laura C. Brutman, "REEXAMINATION AND ITS INTERPLAY WITH LITIGATION",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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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 절차와 민사소송의 전략적 선택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자(patent challenger)는 이를 위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선택
할 것인지, 아니면 재심절차를 선택할 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지와의 관
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의 기간, 무효 주장의 근거 및 이유, discovery의 범위, 금반언
효과, 무효성 문제와 침해 문제의 분리 여부, 및 입증책임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소송의 중지
PGR 또는 IPRev를 신청한 후에 그 신청인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 중지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특해침해의 소를 제기하지 않
으면 그 민사소송은 자동으로 중지된다.637) 그러나 AIA는 예컨대, 특허침해소송이 PGR
이나 IPRev의 신청 전에 제출된 경우와 같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BMR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그 중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638)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 중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법원마다 판단의 가중치를 달리 하고 있
다. 미국 법원 전체적으로는 중지 신청의 54%가 승인되었으며, 법원에 따라 편차가 크
다고 한다.639)
한편, AIA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하면, PGR 절차로 인하여 예비금지신청의 심리를 중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640) 특허
권자의 신속한 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 Discovery 문제
PGR과 IPRev 절차에서의 discovery는 지방법원 소송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다. 따
라서 특허무효를 구하는 자는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데 장애는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분석한 다음 PGR이나 IPRev의 신청을 결정하여야 한다. AIA 재
심 절차는, 예컨대 신규성에 따른 선행기술이나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와 같이,

discovery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다투는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특허 클레임의 모든 범위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실험’에 의
하여 입증하여 그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discovery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641)
한편, PGR 또는 IPRev 중에 어느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두
절차의 discovery 범위의 차이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IPRev에서는 discovery
637) 35 U.S.C.§ 315(a)(2) and 325(a)(2) (AIA § 6).
638)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4
639) Laura C. Brutman, "REEXAMINATION AND ITS INTERPLAY WITH LITIGATION", March 2011. p.28.
640) AIA §325(b)
641)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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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에 대해 “정의실현상” (interest-of-justice) 기준을 채택한데 비하여 PGR에서는 "good

cause" 기준이 채택되었는데, 대체로 보면 "interest-of-justice" 기준이 "good cause" 기준보
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642)

(c) 클레임 해석 문제
USPTO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클레임에 대하여 명세서의 관점에서 “가장 넓
은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적용하며, pre-AIA 재심사 절차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였는
바, AIA의 post-grant 절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643)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하여 보
다 넓은 범위의 클레임으로 해석되는 경우, 35 U.S.C. §102 규정의 선행기술로 될 자격
을 가질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보다 넓어질 것이며, 클레임에서 정의된 발명의 모든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35 U.S.C. §112 규정에 따른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만족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644)

(d) 중용권
post-grant 절차에서 특허 클레임이 보정되면 중용권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특
허권자는 중용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클레임 용어의 의미”는 재심
절차에서 주장되어 채택된 클레임 해석에 관한 의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
하여야 한다.645)

(e) 불공정 행위
PGR에서 신청인은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선행자료의 materiality
에 근거하여 클레임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보충심사를 통하여
불공정 행위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선행자료나 정보를 추후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치유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PGR이나

IPRev에서 무효자료로 제시된 선행자료나 정보에 대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공정
행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646)

(f) 고의 침해
잠재적 침해자가 PGR 또는 IPRev를 신청하여 특허의 무효를 다투었지만 USPTO
에서 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 특허권자가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USPTO 판단
및 침해행위를 기초로 고의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해 올 것임을, 그 잠재적 침해자는

642)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4
643) 37 CFR 42.100(b); 42.200(b); 42.300(b),
644)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5
645) Marine Polymer Techs., Inc. v. Hemcon, Inc., 659 F.3d 1084, 1092 (Fed. Cir. 2011), en banc review granted January
20, 2012.
646)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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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하고 대처하여야 한다.647)

3. 향후 추세 예측
(1) pre-AIA의 EPR 및 IPR 청구 현황
pre-AIA IPR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그 청구 건수가 미미하다가 2006년부터 크
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314건에 이르렀다.648) 특히, KSR 판결(2007.4.30)이 나온 후에

2008-11년 동안 IPR 청구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 pre-AIA §IPR 청구 건수 (2001-11) ]

pre-AIA EPR의 경우, 2002년까지 그 청구 건수가 연간 300건 내외를 이루다가
2003년부터 그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3자에 의한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특허권자에 의한 청구 건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줄어들
었음을 볼 수 있다.649)

647) Eric S. Walters and Colette R. Verkuil, "Patent Litigation Strategy: The Impact of the America Invents Act and the
New Post-grant Patent Procedur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and Practical Law Company, Inc. 2012. p.6
648)
출처: USPTO의 Annual Reports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ar/>

649)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1

4

21

27

59

70

126

168

258

281

374

1,389

출처: USPTO의 Annual Reports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ar/>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3자 165 168 211 227 253 223 215 178 181 172 150 140 239 268 358 382 519 593 591 717 654

특허권자 141 167 147 150 138 194 157 168 173 137 144 121 136 166 166 129 124 87
Comm'r

1

57

1

2

1

1

4

4

31

9

2

11

17

7

0

0

0

0

67
0

63 104
0

1

합 계 307 392 359 379 392 418 376 350 385 318 296 272 392 441 524 511 643 680 658 780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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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AIA §EPR 청구 건수 (1991-2011) ]

IPR이 소송과 동시 계속인 비율은 69%이며, EPR이 소송과 동시 계속인 비율은
32%이다. 1981-2010년 동안 제3자가 신청한 EPR에서, 모든 클레임이 무효로 되어 삭제
된 건의 비율은 13%,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이 삭제되거나 축소 보정된 건의 비율은

62%이며, 모든 클레임이 유지된 건의 비율을 25%이었다. 2000-2010년 동안의 IPR에서
모든 클레임이 무효로 되어 삭제된 건의 비율은 49%,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이 삭제되거
나 축소 보정된 건의 비율은 43%이며, 모든 클레임이 유지된 건의 비율은 8%에 불과하
였다. 한편, 소송에서 관련 클레임을 무효로 판결한 건의 비율은 50%이었다.650)

(2) AIA 재심절차에 대한 추세 예측
pre-AIA에서 EPR과 IPR의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KSR
판례를 기화로 재심 절차에서 특허 클레임이 무효로 되는 확률이 높아졌음에 그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AIA의 IPRev 및 PGR에서는 그 처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법정하고, 제한적이나마 discovery를 규정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보다 제3자 신
청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re-AIA의 IPR을 대체한 AIA의

IPRev은 계속하여 그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A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
유를 기초하여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그 신청기간이 9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AIA의 PGR과 IPRev를 합
치면 pre-AIA의 IPR 보다는 그 청구 건수 내지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재심 절차의 개시기준 요건이, pre-AIA IPR의 "SNQP" 기준에서 AIA에서는

650) Laura C. Brutman, "REEXAMINATION AND ITS INTERPLAY WITH LITIGATION", March 2011. pp.9-10. 여기서,
관련 소송 데이터는 2009년부터의 것인데,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Law"가 <http://www.patstats.org>에서 찾아서 모은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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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likely than" (PGR) 또는 "reasonable likelihood" (IPRev)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는 종전 기준에 비하여 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AIA에 따른 재심 청
구 건수는 증가하더라도 실제로 재심 절차가 개시되는 건수는 종전보다 감소하거나 최
소한 그 증가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pre-AIA IPR의 경우 특허소송과 연
계된 비율이 69%에 이른 점을 볼 때, AIA의 PGR이나 IPRev 또한 특허소송에 부속하거
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AIA에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EPR의 경우, 최근에 제3자 신청 사건
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당사계 사건인 IPR에 비하여 특허 무효율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고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 특히, PGR이나 IPRev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간 경우
에는 EPR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재심 신청인 및 특허권자의 전략
AIA의 PGR과 IPRev는 ① 비록 제한적이지만 discovery의 허용, ② 특허 유효성 추
정의 적용 없이 "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따라 특허의 무효성의 입증부담의
경감, ③ 1년 내지 1년 반의 짧은 처리기간 등으로, 특허무효를 다투는데 소송에 비하여
보다 저렴하고 빠른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PGR과 IPRev는 ‘실명’으로 청구
되어야 하며, 신청인에 대해 추후의 민사소송, PTO, ITC 절차에서 금반언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할 점이다.

(1) 재심 신청인
AIA의 post-grant 재심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PGR 신청 가능 기간, 특허권자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 제소 여부, 선행기술의 근
거(특히, 35 U.S.C. §101, §112 규정), discovery 범위, 금반언 효과 등.

PGR이나 IPRev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신청인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신청인은 당해 특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특허권자에게 알려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PGR 또는 IPR을 미리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의 제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
PGR 또는 IPRev를 제기 당한 특허권자는 재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또는
향후의 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특허침해 문제를 완전
히 이해한 상태에서 재심 절차를 수행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침해소송에 대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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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클레임을 보정하는 경우 본래 의도와는 달리 중용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③ 재심 절차에서 제시된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있
는 지를 검토하여, 만일 그렇다면 재등록출원이나 EPR을 통해서도 치유될 수 없다면
보충심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PGR의 활용
(a) 신청시기 및 무효이유
PGR 신청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PGR 절차에서는
최적 실시예 요건(best mode)을 제외하고 35 U.S.C. §112에 따른 근거를 포함하여 특허
대상(§101), 신규성(§102), 비자명성(§103) 등 특허성에 관한 어떠한 근거로도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PGR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IPRev를 통해 특허무효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신청인이 오직 신규성(§102)과 비자명성(§103) 문제에 대해
서만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특허대상(§101)이나 기재요건(§112) 등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일 때는 PGR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툼의 쟁점에 따라서 신청
기한에 있어서 전략을 달리하여야 한다.

(b) 등록특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요 경쟁사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조기에 발견할 필요성이 생겼다. 가령 소프트웨어 또는 바이오 관련 산업계의 경우 등
록특허가 발명의 특허적격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PGR 절차를 통하여 그 특허
의 무효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PGR 신청기한이 경과되면 IPRev 절차로는 특허무효
를 다툴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된다.
한편, AIA에서는 공지 • 공용에 대해 국내외 구분없이 선행기술로 인정되므로, 국
내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지 • 공용 사실이 있는 경우 PGR을 통하여 특허무효를
다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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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소송 관련 제도

Ⅰ. 특허 표시
1. 허위표시 (False Marking)
1842년651)에 제정되었던 허위표시 qui tam 소송652)은 AIA Section 16(b)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653) AIA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민사책임은 유지되지만 미국정부만
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654) 즉, AIA에서는 허위표시에 관한 소송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미국 정부만이 허위표시에 근거한 처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허위표시로 경쟁적 손해(competitive injury)를 입은 자만이 그 피해를 보
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655) 한편, 제품에 관한 특허표시
의 경우, 그 제품을 관한 것이지만 종료된 특허라 하더라도 이 조항의 위반은 아니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656) 본 규정은 AIA 시행일 당시에 계속되거나 그 전후에 시작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2009년의 Forest Group 판결에서657) 법원은 허위표시된 제품 단위당 $500의 벌금을
매겼는데, 이를 기화로 허위표시 qui tam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658) 허위표시 소송
은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주장에 기초한다: ① 제품을 커버하는 특허가 종료되었지
만 특허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② 제품에 표시된 특허가 무효나

unenforceable로 되었거나, ③ 제품에 표시된 특허의 클레임이 그 제품을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가령 제품을 커버하는 유효한 특허였지만 그 권리가 종료된

651) Patent Act of 1842, ch. 263, § 5, 5 Stat. 544 (1842).
652) <http://legal-dictionary.thefreedictionary.com/> ("qui tam action: n. Latin for who as well, a lawsuit brought by a private
citizen (popularly called a "whistle blower") against a person or company who is believed to have violated the law in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r in violation of a government regulation, when there is a statute
which provides for a penalty for such violations. Qui tam suits are brought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plaintiff."
In a qui tam action the plaintiff (the person bringing the suit) will be entitled to a percentage of the recovery of the
penalty (which may include large amounts for breach of contract) as a reward for exposing the wrong-doing and
recovering funds for the government. Sometimes the federal or state government will intervene and become a party to
the suit in order to guarantee success and be part of any negotiations and conduct of the case. This type of action is
generally based on significant violations which involve fraudulent or criminal acts, and not technical violations and/or
errors.")
653)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16(b)(2), 125 Stat. at 329.
654)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16(b)(1), 125 Stat. at 329.
655) AIA §292
656) AIA §292(c)
657) Forest Group, Inc. v. Bon Tool Co., 590 F.3d 1295 (Fed. Cir. 2009).
658) 이 판결은 2009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 800 건 이상의 qui tam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 196 -

경우, 그 종료일 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에 시장에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밖에 없고,
그 제품에 특허표시를 위해 사용된 몰드 등을 교체하는데 어려움과 비용이 들 수 있
다.659)
종전에 허위표시 소송은 실제 손실을 입지 않은 자 또는 심지어 관련 산업에서 특
허를 받거나 생산도 하지 않는 자에 의하여 자주 제기되고 있다. AIA는 이와 같은 소송
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실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미국정부가 (적당하다면) 제품당

$500 벌금을 집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다.660) AIA는 허위표시의 결과로 경쟁적 손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보상금(compensatory damage)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와 무관한 제3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IA의 허위표시 규정이 의회의 의도대로 운용된다면 그에 대한 소송이 실질적으
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661) 실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허위표시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상당 수의 사건이 “경쟁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각하될 것으로 예
상된다.662)
Pre-AIA
35 U.S.C. 292
§292 특허허위표시소송은누구든지 제기가능
- 허위표시자는각행위당$500 미만의벌금

AIA
Sec. 16, 125 Stat. at 328-29
§292 미국정부만이소제기가능
-다만, 경쟁적손해를입은자는손해배상청구가능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기된모
든사건

35 U.S.C. 292 False marking.
§ 292
(a) Whoev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ee, marks (a) Whoev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ee, marks upon, or
upon, or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in connection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in connection with anything
with anything made, used, offered for sale, or sold by such made, used, offered for sale, or sold by such person within the
pers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ed by the person United States, or imported by the person into the United States,
into the United States, the name or any imitation of the the name or any imitation of the name of the patentee, the patent
name of the patentee, the patent number, or the words number, or the words "patent," "patentee," or the like, with the
"patent," "patentee," or the like, with the intent of intent of counterfeiting or imitating the mark of the patentee, or of
counterfeiting or imitating the mark of the patentee, or of deceiving the public and inducing them to believe that the thing
deceiving the public and inducing them to believe that the was made, offered for sale, sold, or imported into the United
thing was made, offered for sale, sold, or imported into the States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or Whoever marks
United States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or
upon, or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in connection with any
Whoever marks upon, or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unpatented article the word "patent" or any word or number
in connection with any unpatented article the word "patent" importing the same is patented, for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or any word or number importing the same is patented, for public; or Whoever marks upon, or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in connection with any article the words"patent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public; or
Whoever marks upon, or affixes to, or uses in advertising applied for," "patent pending," or any word importing that an

659) H.R. Rep. No. 112-98, pt. 1 at 53
660) 157 Cong. Rec. S5321
661)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589
662) Kilts Resources LLC v. Uniden Direct in USA, No. 2:10-cv-517-TJW, Dct. 9 (E.D. Tex. Sep. 19, 2011) (dismissing
false marking claims without prejudice for lack of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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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in connection with any article the words "patent applied application for patent has been made, when no application for
for," "patent pending," or any word importing that an patent has been made, or if made, is not pending, for the purpose
application for patent has been made, when no application of deceiving the public-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 for
for patent has been made, or if made, is not pending, for the every such offense. Only the United States may sue for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public
penalty authorized by this subsectio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 for every such (b) A person who has suffered a competitive injury as a result of a
offense.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file a civil action in a district court of
(b) Any person may sue for the penalty, in which event the United States for recovery of damages adequate to
one-half shall go to the person suing and the other to the compensate for the injury.
use of the United States.
(c) The marking of a product, in a manner described in subsection
(a), with matter relating to a patent that covered that product but
has expired is not a violation of this section.

2. 가상 특허표시 (Virtual Marking)
현행법에는 제품이나 그 포장지에 특허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AIA에서는 이
러한 물리적 표시에 더하여 특허제품이 특허번호와 연관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로도 특
허표시를 가능케 하는 가상 특허표시를 허용한다.663) 본 개정으로 인하여, 제조자는 제
품에 별도로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않고도 새로 등록된 특허의 리스트를 추가하여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다.664) 즉, AIA의 가상특허표시 규정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웹사이트
에서 특허번호에 대한 수정 • 추가 • 삭제 등이 용이해졌다.
Pre-AIA

AIA

35 U.S.C. §287
Sec. 16, 125 Stat. at 328-29
§287."patent"(pat) 단어와특허번호를물건이나포장에표 §287(a).특허번호와함께특허품과관련한Internet 주소를표기
기
하는것도허용
적용대상: 2011.9.16. 당시에계속중이거나그이후에제기된모
든사건

35 U.S.C. 287 Limitation on damages and other remedies; § 287
marking and notice.
(a) Patentees, and persons making, offering for sale,or selling
(a) Patentees, and persons making, offering for sale, or within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article for or under them, or
sell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article for or importing any patented article intothe United States, may give
under them, or importing any patented article into the notice to the public that the same is patented, either by fixing
United States, may give notice to the public that the same is thereon the word"patent" or the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patented, either by fixing thereon the word "patent" or the the number of the patent, or by fixing thereon the word"patent" or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atent, the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an address of a posting on
or when, from the character of the article, this cannot be the Internet,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out charge for accessing
done, by fixing to it, or to the package wherein one or more the address, that associates the patented article with the number of

663) AIA §287(a). 본 규정은 2009년 3월 Senate Judiciary Committee markup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664) H.R. Rep. No. 112-98, at 525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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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of them is contained, a label containing a like notice. In the
event of failure so to mark, no damages shall be recovered
by the patentee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except on
proof that the infringer was notified of the infringement and
continued to infringe thereafter, in which event damages
may be recovered only for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such notice. Filing of an action for infringement shall
constitute such notice.

AIA
the patent, or when, from the character of the article, this cannot
be done, by fixing to it, or to the package wherein one or more of
them is contained, a label containing alike notice. In the event of
failure so to mark, no damages shall be recovered by the patentee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except on proof that the infringer
was notified of the infringement and continued to infringe
thereafter, in which event damages may be recovered only for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such notice. Filing of an action for
infringement shall constitute such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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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est Mode 요건
pre-AIA의 Best Mode 요건에 대하여, 그 요건은 가장 주관적인 유효성 평가로서
소송에서 이것이 제기되면 발명 당시에 생각하였던(contemplated) 것을 알아야 하므로
그 소송은 광범위한 discovery를 요하며, 상당한 부담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
이 있었다. best mode 요건은 발명의 내용을 보다 완벽하게 개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 요건은 특히, 미국법에 친숙하지 않은 미국 외의 발명자에게
는 일종의 함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best mode 요
건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타협의 결과로 best mode 요건은 무효사유에서는 삭제하되
등록요건으로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665)

AIA Section 15 규정은 2007년 7월 하원 법안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666) 처음
에는 best mode 요건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였지만 타협의 결과로 소송에서만 그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되었다.667) 그리고 2009년 하원에서는 PGR 절차에서도 best mode
요건을 무효이유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668)

AIA로 인하여 특허소송에서 Best mode 요건을 무효 항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
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의 항변은 이제껏 소송에서 기본적인 항변은 되지 않았으며
성공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669) 실무상 그다지 본질적인 변화를 초
래할 것 같지는 않다.670)

AIA Section 15에서는 35 U.S.C. §119 & §120 규정도 아울러 개정하여, 당해 특허
가 최초 출원에서 best mode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최초 출원일의 우선권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665) pre-AIA §112 규정에서 best mode 요건을 규정하면서 §282 규정에서 클레임 무효사유로 §112 요건의 미준수를
규정하였는데, AIA에서는 §112 규정은 Pre-AIA와 동일하지만 §282 규정에서 §112의 best mode 요건은 클레임
무효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임.
666) H.R. 1908, 110th Cong., sec. 13 (as ordered reported by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July 2007).
667) 153 Cong. Rec. H10,30304 (daily ed. Sept. 7, 2007) (statement of Rep. Pence). 그러나 best mode 요건을 전면 폐지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이력상 아무런 설명이 없다.
668) H.R. 1908, 110th Cong., sec. 6(f ), § 324(2) (engrossed bill, as passed by House); 153 Cong. Rec. H10,304 (daily
ed. Sept. 7, 2007) (statement of Rep. Pence) ("[T]he amendment today makes it clear that arguments about best mode
cannot serve as the basis for post-grant review proceedings.").
669) See Bayer AG v. Schein Pharms, 301 F.3d 1306 (Fed. Cir. 2002) (where the majority noted that the Federal Circuit
and its predecessor courts had only held claims invalid for failure to satisfy the best mode requirement on seven
occasions), and most recently, Ajinomoto Co. v. Intl. Trade Commission, 597 F.3d 1267 (Fed. Cir. 2010) (where the
majority affirmed the ITC' s determination that two Ajinomoto patents claiming methods for producing amino acid
L-Lysine in E. coli are invalid for failure to adequately disclose the best mode of practicing the invention).
670) Hung H. Bui, " AN OVERVIEW OF PATENT REFORM ACT OF 2011: NAVIGATING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NCLUDING EFFECTIVE DATES FOR PATENT REFORM", 201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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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송 당사자 병합 요건
AIA에서는 복수 피고들의 소송 병합(joinder)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즉, 민사소송에서, 35 U.S.C. §271(e)(2)에 따른 침해행위를 이유로 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는, 침해자로 피소된 당사자들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고들로서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될 수 있다:671) ① 동일하게 피소된 제품이나 방법에 관한 실시(제
조, 사용, 미국 내 수입, 판매 제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일련의 거래나 사건
으로부터 야기된 구제권이 당사자들에 대해 공동으로, 개별로, 또는 그 대신으로 주장
된 경우, 및 ② 모든 피고들에게 공통적인 사실 문제가 그 소송에서 제기될 경우.
그리고 피소 침해자들 각자가 소송 대상의 특허(들)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그들을 피고들로서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시킬 수 없다.672) 한편, 피고 침해자
인 당사자는 위와 같은 병합 제한에 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673)

AIA에 의하여 2012년 9월 16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Joinder Rule FRCP
20(a)(2)674)에 비하여 보다 좁은 AIA §299가 적용되어 침해에 관한 공통의 문제만으로
는 소송들을 병합하는데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AIA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2011년 9월 15일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출되었다고 한다.675)

AIA의 joinder 규정에 따라 소송사건의 당사자 수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IA §시행 전의 45일 동안 Delaware, ED TX, ND Cal, CD Cal, DNJ,

NDILL에 제소된 265 건에서 총 당사자의 수는 2,272명으로 사건당 8.6 명이었는데, AIA
§시행 후 45일 동안에 제소된 248건에서는 총 당사자의 수는 848명으로 사건당 3.4 명으
로, 소송 사건당 당사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676)

671) AIA §299(a).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사건 병합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각 사건별로 여러 군데의 소송지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송 비용부담이 커지는 등 특히 NPE (Non-Practicing Entity)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672) AIA §299(b). 이로 인하여, 하나의 소송에 복수의 피고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multi-defendant ' troll' cases"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673) AIA §299(c)
674) Rule 20. Permissive Joinder of Parties (a) Persons Who May Join or Be Joined.
(1) Plaintiffs. Persons may join in one action as plaintiffs if:
(A) they assert any right to relief jointly, severally, or in the alternative with respect to or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ccurrence, or series of transactions or occurrences; and
(B) any question of law or fact common to all plaintiffs will arise in the action.
(2) Defendants. Persons - as well as a vessel, cargo, or other property subject to admiralty process in rem - may be
joined in one action as defendants if:
(A) any right to relief is asserted against them jointly, severally, or in the alternative with respect to or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ccurrence, or series of transactions or occurrences; and
(B) any question of law or fact common to all defendants will arise in the action.
675) Patrick Doody, “Top 10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676) Jeffrey D. Mills and Dean Munyon,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 Some Prosecution and Litigation
Perspectives", Austin IPLA, Novembe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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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에 의하여, NPE가 다수의 피고들을 묶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폐단이 제거될 것
이며,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 피고들도 하나의 소송에서 공
동피고로서 방어로 할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할 수도 있다.
Pre-AIA

AIA
Sec. 19, 125 Stat. at 332
§299. 특허소송에서피고들이특정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만
그피고들을하나의소송으로병합할수있음.
발효일: 2011.9.16.

<new>

§ 299. Joinder of parties
(a) JOINDER OF ACCUSED INFRINGERS.―With respect to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any Act of Congress relating to patents,
other than an action or trial in which an act of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e)(2) has been pled, parties that are accused infringers
may be joined in one action as defendants or counterclaim
defendants, or have their actions consolidated for trial, or
counterclaim defendants only if.
(1) any right to relief is asserted against the parties jointly,
severally, or in the alternative with respect to or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ccurrence, or series of transactions or
occurrences relating to the making, using,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of the same accused
product or process; and
(2) questions of fact common to all defendants or counterclaim
defendants will arise in the action.
(b) ALLEGATIONS INSUFFICIENT FOR JOINDER.―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ccused infringers may not be joined
in one action as defendants or counterclaim defendants, or have
their actions consolidated for trial, based solely on allegations that
they each have infringed the patent or patents in suit.
(c) WAIVER.―A party that is an accused infringer may waive the
limitations set forth in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tha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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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사 자문
AIA는 침해자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자문내용을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특허침해나 의도적인 침해 유
도를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677) 이번 개정은 고의침해 판단 기준이 적
극적 주의의무 기준(affirmative duty of care standard)에서 객관적 무모성 기준(objective

recklessness standard)으로 판례678)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은 고의침해나 침해유도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는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본 규정은 다음의 CAFC en banc 판결을 단지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을 크게 없을 것이다: ① 피고가 침해주장에 관한 counsel의 의견을 받지 않았을 때
고의침해에 관하여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추론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2004년

Knorr-Bremse 판결679); ② 그 후, counsel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할 의무가 없다고 강
조한 2007년 Seagate 판결.680)
Pre-AIA

AIA
Sec. 17, 125 Stat. at 329
§298.변호사자문을구하지않은것은고의침해의입증으로사
용될수없음.
적용대상: 2012.9.16. 이후에등록된특허

<new>

677)
678)
679)
680)

§ 298. Advice of counsel
The failure of an infringer to obtain the advice of counsel with
respect to any allegedly infringed patent, or the failure of the
infringer to present such advice to the court or jury, may not be
used to prove that the accused infringer willfully infringed the
patent or that the infringer intended to induce infringement of the
patent.

AIA §298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497 F.3d 1360, (Fed. Cir. 2007)
Knorr-Bremse v. Dana Corp., 383 F.3d 1377 (Fed. Cir. 2004) (en banc).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497 F.3d 1360 (Fed. Cir. 2007) (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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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사용 항변
1998년 State Street Bank 사건을 기화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출원 • 특허가 늘어나자 1999년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AIPA)에서 영업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만 선사용(prior commercial use)에 기초
한 항변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특허에 대하여도 선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AIA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해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의 범
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AIA의 선사용 항변 규정은 AIA에서 선출원주의를 도입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선발명주의에 의하면, 선사용자가 최초의 발명자라면 그 뒤에
발명하여 특허를 받아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다. 선출원주
의 하에서는, 출원일 순서로 특허 부여의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령 선사용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특허를 받은 경우 선사용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선사용자는 그 특허의
출원일 전의 실시행위를 입증하여 그 특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Pre-AIA

AIA

35 U.S.C. §273
Sec. 5, 125 Stat. at 297-99
§273(b).영업방법특허에대해선사용항변을허용
§273. 선사용항변의대상에제한이없음.
- 선사용자가당해특허의출원일의1년전에그발명을실 - 클레임발명의유효출원일의1년전에상업적으로사용한경우
시화하였고미국에서그발명을상업적으로사용한경우.
고등교육기관또는기술이전기관으로양도의무가있는경우에
대한예외를규정함.
적용대상: 2011. 9. 16. 이후에등록되는모든특허

35 U.S.C. 273 Defense to infringement based on earlier § 273. Defense to infringement based on prior commercial use
inventor (a) IN GENERAL.―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defense under
section 282(b) with respect to subject matter consisting of a
(a)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process,
or consisting of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1) the terms "commercially used" and "commercial use"
of
matter
used in a manufacturing or other commercial process,
mean use of a method in the United States, so long as such
that
would
otherwise infringe a claimed invention being asserted
use is in connection with an internal commercial use or an
actual arm's-length sale or other arm's-length commercial against the person if.
transfer of a useful end result, whether or not the subject (1) such person, acting in good faith, commercially used the
matter at issue is accessible to or otherwise known to the subject matter in the United States, either in connection with an
public, except that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commercial internal commercial use or an actual arm’s length sale or other
marketing or use is subject to a premarketing regulatory arm’s length commercial transfer of a useful end result of such
review period during which the safety or efficacy of the commercial use; and
subject matter is established, including any period specified (2) such commercial use occurred at least 1 year before the earlier
in section 156(g), shall be deemed "commercially used" of either.
and in "commercial use" during such regulatory review (A)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period;
(B) the date on which the claimed invention was disclosed to the
(2) in the case of activities performed by a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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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research laboratory, or nonprofit entity such as a university, public in a manner that qualified for the exception from prior art
research center, or hospital, a use for which the public is under section 102(b).
the intended beneficiary shall be considered to be a use (b) BURDEN OF PROOF.―A person asserting a defense under
described in paragraph (1), except that the use
this section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e defense by
(A) may be asserted as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only for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continued use by and in the laboratory or nonprofit entity; (c) ADDITIONAL COMMERCIAL USES.―
and
(1) PREMARKETING REGULATORY REVIEW.―Subject
(B) may not be asserted as a defense with respect to any matter for which commercial marketing or use is subject to a
subsequent commercialization or use outside such premarketing regulatory review period during which the safety or
laboratory or nonprofit entity;
efficacy of the subject matter is established, including any period
(3) the term "method" means a method of doing or specified in section 156(g), shall be deemed to be commercially
conducting business; and
us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a)(1) during such regulatory
(4)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patent is the earlier of the review period.
actual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or the (2) NONPROFIT LABORATORY USE.―A use of subject matter
filing date of any earlier United States, foreign, or by a nonprofit research laboratory or other nonprofit entity, such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which the subject matter at as a university or hospital, for which the public is the intended
issue is entitled under section 119, 120, or 365 of this title. beneficiary, shall be deemed to be a commercial use for purposes
of subsection (a)(1), except that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may
(b) DEFENSE TO INFRINGEMENT.
be
assert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only for continued and
(1) IN GENERAL. - It shall be a defense to an action for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noncommercial use by and in the laboratory or other nonprofit
any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infringe one or entity.
more claims for a method in the patent being asserted (d) EXHAUSTION OF RIGHTS.―Notwithstanding subsection
against a person, if such person had, acting in good faith, (e)(1), the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 useful end result by a
actually reduced the subject matter to practice at least 1 person entitled to assert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in connection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such patent, and with a patent with respect to that useful end result shall exhaust
commercially used the subject matter before the effective the patent owner’s rights under the patent to the extent that such
rights would have been exhausted had such sale or other
filing date of such patent.
(2) EXHAUSTION OF RIGHT. - The sale or other disposition been made by the patent owner.
disposition of a useful end product produced by a patented (e) LIMITATIONS AND EXCEPTIONS.―
method, by a person entitled to assert a defense under this (1) PERSONAL DEFENSE.―
section with respect to that useful end result shall exhaust (A) IN GENERAL.―A defense under this section may be
the patent owner's rights under the patent to the extent such asserted only by the person who performed or directed the
rights would have been exhausted had such sale or other performance of the commercial use described in subsection (a), or
disposition been made by the patent owner.
by an entity that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3) LIMITATIONS AND QUALIFICATIONS OF control with such person.
DEFENSE. - The defense to infringement under this (B) TRANSFER OF RIGHT.―Except for any transfer to the
sec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patent owner, the right to assert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shall
(A) PATENT. - A person may not assert the defense under not be licensed or assigned or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except
this section unless the invention for which the defense is as an ancillary and subordinate part of a good-faith assignment or
asserted is for a method.
transfer for other reasons of the entire enterprise or line of
business
to which the defense relates.
(B) DERIVATION. - A person may not assert the defense
under this section if the subject matter on which the defense (C) RESTRICTION ON SITES.―A defense under this section,
is based was derived from the patentee or persons in privity when acquired by a person as part of an assignment or transfer
with the patentee.
described in subparagraph (B), may only be asserted for uses at
(C) NOT A GENERAL LICENSE. - The defense asserted sites where the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infringe a
by a person under this section is not a general license under claimed invention is in use before the later of the effective filing
all claims of the patent at issue, but extends only to the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the date of the assignment or
specific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patent with respect to transfer of such enterprise or lin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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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AIA
which the person can assert a defense under this chapter, (2) DERIVATION.―A person may not assert a defense under this
except that the defense shall also extend to variations in the section if the subject matter on which the defense is based was
quantity or volume of use of the claimed subject matter, derived from the patentee or persons in privity with the patentee.
and to improvements in the claimed subject matter that do (3) NOT A GENERAL LICENSE.―The defense asserted by a
not infringe additional specifically claimed subject matter person under this section is not a general license under all claims
of the patent.
of the patent at issue, but extends only to the specific subject
(4) BURDEN OF PROOF. - A person asserting the defense matter for which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 commercial use
under this section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e that qualifies under this section occurred, except that the defense
defens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hall also extend to variations in the quantity or volume of use of
(5) ABANDONMENT OF USE. - A person who has the claimed subject matter, and to improvements in the claimed
abandoned commercial use of subject matter may not rely subject matter that do not infringe additional specifically claimed
on activities performed before the date of such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abandonment in establishing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4) ABANDONMENT OF USE.―A person who has abandoned
with respect to actions taken after the date of such commercial use (that qualifies under this section) of subject
abandonment.
matter may not rely on activities performed before the date of
(6) PERSONAL DEFENSE. - The defense under this such abandonment in establishing a defense under this section
section may be asserted only by the person who performed with respect to actions taken on or after the date of such
the act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efense and, except for abandonment.
any transfer to the patent owner, the right to assert the (5) UNIVERSITY EXCEPTION.―
defense shall not be licensed or assigned or transferred to (A) IN GENERAL.―A person commercially using subject matter
another person except as an ancillary and subordinate part to which subsection (a) applies may not assert a defense under
of a good faith assignment or transfer for other reasons of this section if the claimed inven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the entire enterprise or line of business to which the defense defense is asserted wa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relates.
owned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either an
(7) LIMITATION ON SITES. - A defense under thi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section, when acquired as part of a good faith assignment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a)), or a
or transfer of an entire enterprise or line of business to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 whose primary purpose is to
which the defense relates, may only be asserted for uses at facilit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one
sites where the subject matter that would otherwise infringe or more suc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ne or more of the claims is in use before the later of the (B) EXCEPTION.―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if any of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date of the the activities required to reduce to practice the subject matter of
assignment or transfer of such enterprise or line of the claimed invention could not have been undertaken using funds
busines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8) UNSUCCESSFUL ASSERTION OF DEFENSE. - If the (f) UNREASONABLE ASSERTION OF DEFENSE.―If the
defense under this section is pleaded by a person who is defense under this section is pleaded by a person who is found to
foun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ho subsequently fails to infringe the patent and who subsequently fails to demonstrate a
demonstrate a reasonable basis for asserting the defense, reasonable basis for asserting the defense, the court shall find the
the court shall find the case exceptional for the purpose of case exceptional for the purpose of awarding attorney fees under
awarding attorney fees under section 285 of this title.
section 285.
(9) INVALIDITY. - A patent shall not be deemed to be (g) INVALIDITY.―A patent shall not be deemed to be invalid
invalid under section 102 or 103 of this title solely because under section 102 or 103 solely because a defense is raised or
a defense is raised or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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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연혁
선사용 항변은, 미국 특허법의 연혁적으로 볼 때 1839년부터 1952년까지, 그리고

1999년 이래, 통틀어 100년 이상 존재해 왔었다. 즉, 1839년 특허법 제7조에서 선사용권
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681) 이 조항은 몇 차례 개정되었다가 1952년 법에서 “불필요하
고 중복된다” (unnecessary and redundant)는 이유로 폐지되었다.682)
그러다가, 선사용권 규정이 1995년에 다시 제안되었는데683) 그 입법에는 실패하였
으며, 결국 1999년 AIPA에서 입법화되었다.684) 즉, 영업방법(BM)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용하는 CAFC의 판결에 뒤이어, 1999년에 영업방법에 대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선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685) 그 입법 과정에서 하원 floor를 거치면서 재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 하원 법사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었던 법안은 “방법”(process or

method)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창설하는 것이었다.686) 하원 floor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
여 “영업방법”(a method of doing or conducting business)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
다. 이는 선사용권의 개념에 반대하며 그러한 권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하원
의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다.687) 이와 같이 영업방법에만 한정한 결과 AIPA의 선사용
681) Act of 1839, ch. 88, §7, 5 Stat. 353, 354 (repealed 1952) ("That every person or corporation who has, or shall have
purchased or constructed any newly-invented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prior to the application
by the inventor or discoverer of a patent, shall be held to possess the right to use and vend to others to be used, the
specific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so made or purchased, without liability therefore to the
inventor, or any other person interested in such invention; and no patent shall be held invalid by reason of invention
to the public, or that such purchase, sale, or prior use has been for more than two years prior to such application for
a patent.").
682) H.R. REP. NO. 1923, 82d Cong., Table 3, at 72 (1952).
683) See Prior Domestic Commercial Use Act of 1995, H.R. 2235, 104th Cong. (1995).
684) H.R. 1907, 106th Cong (1999).
685) American Inventor Protection Act of 1999, 35 U.S.C. §273 (repealed and replaced by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5, 125 Stat. at 297-299
pre-AIA §선사용 항변 (AIPA 1999): 영업방법(BM)에 관한 선사용 항변 규정은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
국발명자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AIPA)에서 도입되었다. 선사용 항변(First Inventor Defense)의
도입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를 인정한 CAFC의 1998년 SSB 사건에서1)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성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내부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되었고 일반 공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향이 강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즈니
스 모델을 종전부터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와 이후에 특허를 취득한 자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35 U.S.C. §273. 선사용 항변은 법 제정일(1999년 11월 29일)로부터 유효하나, 제정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및
종전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PA의 선사용 항변은 특허의 유효출원일로부터 적어도 1년 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실체적으로 구현(reduction to practice)하고 유효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그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자에
게 인정된다. 여기서, "유효출원일"은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
일을 의미한다. "상업적 사용"이라 함은 발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항이 일반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가에
관계없이 그 발명의 유용한 결과물이 내부적 업무에 이용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판매된 것을 의미하며,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단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의 사용도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나 그 연구기관 및 비영리단체 내에
서의 계속적 사용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선사용 항변은 비즈니스 모델의 방법에 한정되고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사용 항변을 주장하는 자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항변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선사
용 항변이 성립되더라도 그 사용이 일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것 만에 의하여 특허가 35 U.S.C. §102
또는 §103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686) H.R. 1907, sec. 202, § 273(b)(1) (as reported by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May 2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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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Lamar Smith는 PRA 2005에서, 모든 발명으로 선사용권의 범위를 확장하
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688) 이와 같은 개정안은 2007년 4월에 제안된 상하원 법안에서
도 유지되었는데,689) 선사용권 확장 규정이 2007년 7월 committee markup 과정에서 상
원법안에서 삭제되었고,690) 또한 2007년 9월 floor 검토 과정에서 하원법안에서도 삭제
되었다.691) 의회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이 삭제된 이유는 대학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음
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692)
대학이 선사용권 창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693) ① 대학
은 자신의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래서 선사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선사용권의 창설은 불공평한 것이다. ② 선사용권은 특허의 배타성을 손상
시켜 라이센싱 합의에 따른 기술이전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대학 연구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논문으로 종종 발표하기 때문에 타인이 그 논문 발표로부
터 파생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할 위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삭제된 규정이 다시 법안에 재도입되는 경우
는 드물다. 그래서 2009년의 상하원 법안에는 그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으며,694) 2011년

1월에 상원에 제안된 법안에도 마찬가지였다.695) 그러다가 Representative Lamar Smith는
2011년 4월에 법안을 제안하면서 “확장된 선사용권” 규정을 다시 포함시켰다.696)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학들은 그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그 뒤의 협상과정
에서, “유효출원일 또는 발명개시일의 적어도 1년 전에 피고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
을 입증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특허권자가 대학교인 경우에는 피고가 선사용 항
변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 함으로써 타협에 도달하게 되었다.697)

687) See 145 Cong. Rec. H694344 (daily ed. Aug. 3, 1999) (statement of Rep. Rohrabacher) ("[W]e simply cannot champion
trade secret protection over patent protection . . . . [R]ecently, however, we were able to . . . limit this section to business
methods only. This is an important limitation in scope . . . because now Title II will not affect the vast majority of
independent inventors and small businesses.").
688) H.R. 2795, 109th Cong. (2005) sec. 9(b)(2)(a)(ii) (amending 35 U.S.C. § 273(b)(1)). 이와 동일한 규정으로 나중에
제안된 상원 법안은 S. 3818, 109th Cong., sec. 5(d) (2006).
689) S. 1145, 110th Cong., sec. 5(b) (as introduced in Senate, Apr. 18, 2007); H.R. 1908, 110th Cong., sec. 5(b) (as
introduced in House, Apr. 18, 2007).
690) S. Rep. No. 110-259, at 3839.
691) 153 Cong. Rec. H10,294 (daily ed. Sept. 7, 2007) (statement of Rep. Conyers).
692) S. Rep. No. 110-259, at 1617. ("The bill, as introduced, would have extended prior user rights to all kinds of patents
not just business method patents but the persuasive outcry from university and tech transfer advocates limited the
amendment of the prior user right defense to one that simply alters paragraph (b)(6) of section 273 to clarify that
"affiliates" of the user may also assert the defense.")
693) The Patent System Harmonization Act of 1992: J. Hearing on S. 2605 and H.R. 4978 Before the Subcomm. on Patents,
Copyrights, and Trademarks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and the Subcomm. on Intellectual Prop. and Judicial
Admin.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02d Cong. 108 (1992).
694) S. 515, 111th Cong. (2009); H.R. 1260, 111th Cong. (2009).
695) S. 23, 112th Cong. (2011).
696) H.R. 1249, 112th Cong. (2011) sec. 4.
697) 157 Cong. Rec. S5430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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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사용 항변의 개요
(1) 취지
Representative Lamar Smith는 선사용권 규정의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698) ① 특허가 제조공정을 보호하는 데는 종종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허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침해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② 대부분
의 모든 외국에서 선사용권을 허용하는데 미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조사들은
그들의 공장을 외국으로 옮길 것이다. 그 밖에 나온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선사용권
은, 그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단지
방어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상 필요성을 줄인다. ② 제조공정에서의 사소한 변
혁까지도 모두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실행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 합헌성 검토
선사용권 제도는 특허법령이 제정된 이래로 도입되었던 제도로서 그 합헌성에 대
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선사용 항변의 합헌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
항변이 의회의 입법권에 관한 “합리적인 행사”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의회 기록의 증언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선사용 항변을 뒷받침한다:699) 선사용 항
변은 제조공정을 발명한 기업들이 그 공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선사용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기업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모든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추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특허에 따른 기술공개로 인한 기술 복제의 위험성이
특허 보호의 혜택보다도 더 크다면, 그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점;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이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다
는 점.

(3) 영업비밀법과 특허법의 관계
영업비밀 보호와 특허법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적법성 논점 중의 하나는 특허침해
에 대한 선사용 항변이 그와 같은 두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 간에 적합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특허제도의 목표 중 하나는 신기술을 적시에 공개하여 지식자
원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반면 영업비밀은 그 자체의 특성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개보다는 비밀주의를 선호하게
되어 특허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며, 나아가, 선사용자와 특허권자에게 “공동 배타
권”(co-exclusive rights)을 부여하게 되어 특허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다. 그
698) 157 Cong. Rec. H4483 (daily ed. June 23, 2011) (statement of Rep. Smith).
699)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p.44

- 209 -

러나 이러한 문제는 특허제도가 모든 집단의 발명가 또는 모든 유형의 발명에 대해 적
절한 경제적 또는 전략적 방안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허와 영업비밀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과 특허는 합법적으로 공
존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과 특허 모두 가치가 있다고 인식한 다음 “특허 가능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 대신에 영업비밀을 통한 보호를 선택한 일부 발명자로 인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저해할 만한 사회적 위험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업
비밀이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00)

(4) 선출원주의와의 관계
미국 특허법이 FTI에서 FTF로 변경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규정이 35

U.S.C. §273이며,701) 아울러 35 U.S.C. §102(g)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FTF 시스템
에서 선발명인 것으로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다. 가령 35 U.S.C. §102(g) 규정에 상응
하는 항변 메카니즘이 없다면, 먼저 발명을 하였고 비밀리에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
던 자는 그 후에 특허를 받은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한
다.702)

(a) 선사용자와 특허권자 간의 이익 균형
FTF 시스템에서 선사용권의 인정근거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공평성”
(fairness), 즉 선사용자와 특허권자 간의 공평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자 한다는
것이다.703) 선발명자가 신기술을 비밀리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에 타인이 특
허를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 경우 선발명자는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과 아울러 투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선사용 항변은
이러한 선발명자로 하여금 일정 조건 하에서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것이다.704)

(b) 특허법의 통일화
미국의 FTF 시스템에서 선사용권 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타국
의 경쟁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705) 즉, 타국에서는 선사용권을 규

700) Kewanee Oil v. Bicorn Corp., 416 U.S. 470, 493 (1974).
701) 157 Cong. Rec. H4480, H4483 (June 23, 2011) (Statement of Rep. Smith) ("Prior-user rights are important as part
of our change to a first-to-file system."); and id. at H4492 (Statement of Rep. Lofgren) ("[Y]ou cannot have first-to-file
without robust prior-user rights.")
702)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p.49
703) H.R. Rep. 112-98 at 87 (Letter from Secretary of Commerce Gary Locke to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Lamar Smith (May 31, 2011)) (providing a prior user rights defense is a "matter of fairness").
704)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p.49
705)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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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외국인의 미국 특허에 대해 미국 내의 침해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미국 기업은 외국 특허에 기초해서 그 외국에서 특허침해를 물을 수 없게 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3. 선사용 항변의 요건
방법으로 구성되거나, 제조나 기타 상업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로 구성된 대상(subject matter)에 관하여 특허권 침해로 제소당한 자는, 다음의 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있다:706) ① 그 자가 내부적인 상업적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업적 사용의 유용한 최종 결과물에 관한 실제 독자적 판매(actual

arm's length sale)나 기타 독자적 상업적 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선의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② 그 상업적 사용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클레
임 발명이 35 U.S.C. §102(b)에 따라 선행기술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에게
개시된 날” 중에서 보다 이른 날의 최소 1년 전에 일어난 경우.

(1) 적용 범위
AIA의 선사용권은 2011년 9월 16일 이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그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IA 개정 전
에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의 경우, 그 영업비밀 보유자가 수 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한 자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
나 향후 AIA의 선사용 항변은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조공정
을 개발한 발명자는 그에 대해 특허로 보호받는 대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계, 합성물이나 제조물과 같은 대상을 개발한 발명자의 경
우, 그것의 상업적 사용이 있었다면 FTF 시스템에 의하여 그 후의 특허는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A의 선사용 규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다.707)

(2) 선사용 행위
AIA에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는 행위는, 내부적인 상업적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
러한 상업적 사용의 유용한 최종 결과물에 관한 실제 독자적 판매나 기타 독자적 상업
적 거래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정의된다. 여기서, “상업적 사용”이란

706) AIA §273(a)
707) Jeff Mikrut, "How the America Invents Act Revived the Prior-User Defense", ABA, Feb. 20, 2012.
<http://apps.americanbar.org/litigation/committees/intellectual/articles/winter2012-prior-user-defense-america-invents-act.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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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는 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방법으로 구현되든 제조나 기타 상업적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물이나 합성물에 구현되든 어떠한 형태의 상업적 사용도 커버할 취지로 규정
된 것이다.708)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오랜 기간의 선사용 항변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제품이 팔리게 되면 그 제품에 구현되거나 본질적인 발명내용은 선행기술로 되어
타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grace period가 경과하면 그 제품의 개발자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어떤 제품은 폐쇄된 공장 내에서만 발명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도구나 기타
장치로 구성되기도 하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어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물질로 구
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선행기술로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IA §273 규정은
이러한 제품에 관하여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709)

AIA에서 선사용권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업적 판매나 사용 대상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확인을 위한 시판전 규제심사

(pre-marketing regulatory review)의 대상인 경우, 그 심사 기간(예: 35 U.S.C. §156(g) 기
간) 동안에도 상업적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710) 또한, 공중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연구소 또는 대학 • 병원과 같은 기타 비영리 기관에 의한 발명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사용으로 보며, 다만 이에 기초한 항변은 그러한 연구소나 비영리 기관이 그 내
부에서만 지속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장될 수 있다.711)

(3) 선사용자
선사용권에 기초한 항변은 상업적 사용을 수행한 자, 이를 지시 • 관리한 자, 또는
그로부터 관리를 받은 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712) 즉, 직·간접적으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선사용권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3월 하
원으로 제안된 법안에서는 선사용 항변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행위의 수행을 야기한 자
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713) House floor managers' amendment에서 상업적 사
용의 수행을 지시한 자가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714) 한편,

AIA에서는 “선사용자를 관리하거나 그 자로부터 관리를 받거나 공통으로 관리상태에
있는 자”도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선의” 요건으

708)
709)
710)
711)
712)

157 Cong. Rec. S5440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Leahy).
157 Cong. Rec. S5440 at S5440 (daily ed. Sept. 8, 2011)
AIA §273(c)(A). AIA §273(c) 규정은 pre-AIA §273 (a)(1) & (a)(2) 규정을 합쳐 놓은 것이다.
AIA §273(c)(B)
AIA §273(e)(1)(A). AIA §273(e)(1) 규정은 pre-AIA §273(b)(6) & (7) 규정에 사소한 변경이 있었을 뿐 거의 동일하
다.
713) H.R. 1249, 112th Cong., sec. 4(2)(D) (as introduced in House, Mar. 30, 2011). "those who ' caused the performance'
of act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efense"
714) 157 Cong. Rec. H4448 (daily ed. June 22, 2011) (text of managers' amendment). "a person who ' directed the
performance' of the commercial use establishing th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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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사용자는 “미국 내에서 선의로, 상업적으로 대상 발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4) 선사용 기간 및 지역
AIA의 선사용권에 기초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사용자의 상업적 사용
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클레임 발명이 35 U.S.C. §102(b)에 따라 선행기술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에게 개시된 날" 중에서 보다 이른 날의 최소 1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한편, 선사용권에 기한 법적 보호는 그 선사용이 “미국” 내에
서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선사용 항변의 범위 및 그 제한
(1) 선사용 항변의 인정 범위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은 상업적 사용 요건을 충족한 특정 클레임 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당해 특허의 모든 클레임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는 아니다. 그러나 그 항변은
클레임 발명의 사용의 양이나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적용되며, 클레임 발명의 개량에 대
해서도 확대 적용된다.715)
선사용자 항변은 AIA §273(a)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선사용하였다고 입증된

"subject matter"로 한정된다. 여기서, "subject matter" 라는 용어는 특허법에서 비교적 좁
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컨대 그에 대한 자명한 변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를 창설한다:

① AIA §273(e)(3)의 세 번째 구문에서 선사용 항변은 “클레임된 subject matter의
사용의 양이나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716) 다른 많은 국가에
서의 선사용권은 선사용권을 일으킨 행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② AIA §273(e)(3)의 마지막 구문에서 선사용자로 하여금 본래 사용하였던 subject
matter를 넘어서 그 사용의 성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선사용자가 개량
한 것이 특허의 다른 클레임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715) AIA §273(e)(3). AIA §273(e)(3) 규정은 pre-AIA §273(b)(3)(C)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716) 157 Cong. Rec. S5430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Kyl) ("the third clause "allows the defendant to
increase the quantity or volume of the use that he establishes that he made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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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소진
선사용권으로 항변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용에 의하여 만든 결과물을 판매하면, 특
허권자가 판매하여 권리를 소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717) 따라서 선사용권자로
부터 제품을 구입한 자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은 1994년 청문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1995년 법안에 도입되었었
다.718)

(3) 특허의 무효성 여부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이 제기되거나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35 U.S.C.

§102, §103 규정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719) 이 규정은, 가령 선사용 항변을 입증
하는데 사용된 증거가 35 U.S.C. §102 & §103 규정에 따른 무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연
관되어 사용될 수는 있을 지라도, 35 U.S.C. §102 & §103 규정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4) 이전 가능성
선사용 항변을 주장하는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에게 라이선스되거나 양도 • 이전될 수 없다. 선사용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권
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사적 권리(personal right)로 취급되는데, 이는 선사용 항
변을 적극적 권리(affirmative right)라기 보다는 형평법상 항변(equitable defense)임을 말
하는 것이다.720)
다만, 선사용권은 그 항변과 관련 있는 전체 회사나 사업 분과를 선의로 부수적
양도 •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라이센스나 양도 • 이전이 가능하다.721) 이와 같
은 부수적 양도 • 이전으로 항변권을 취득한 자는 그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그러한 양도 • 이전일 중 보다 늦은 날 전에 그 침해 대상 발명이 사용된 장소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만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722)

(5) 선사용 항변의 제한(대학의 예외)
AIA §273(e)(5) 규정은 pre-AIA에는 없는 규정인데, 이는 대학과의 협상의 결과로
717) AIA §273(d). AIA §273(d) 규정은 pre-AIA §273(b)(2) 규정에 있는 것이며, 단지 차이점은 그 서두에
"notwithstanding subsection (e)(1)" 문구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AIA §273(d)와 (e)(1)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718) Prior Domestic Commercial Use Act of 1995, H.R. 2235, sec. 2, § 273(b)(2), 104th Cong. (1995).
719) AIA §273(g). AIA §273(g) 규정은 pre-AIA §273(b)(9)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720)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p.25
721) AIA §273(e)(1)(B)
722) AIA §273(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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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으로,723)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법제라 할 수 있다. 1992년에도 대학교와 기타
연구기관에 대해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이 검토되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었다.724)
특허침해소송에서 상업적으로 선사용한 자가 그 항변을 주장하고자 하는데, 그 항
변을 주장하고자 하는 클레임 발명이, 그 발명 당시에, 고등교육기관 또는 그와 관련한
기술이전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그에게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725) 여기서, 기술이전기관은 그러한 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기
술의 상업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726) 하는 기관을 말한다. AIA §273(e)(5)(A)
규정에는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에 관한 정의가 참조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공적이거나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되며, 인가를 받았고, “미국” 내에 위치
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영리 목적, 비인가, 또는 외국의 대학 발명에 대해서는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AIA §273(e)(5)의 “대학 예외” 규정은 대학에 의하여 소유된 특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당시에 대학에 소유되었거나 양도되기로 한 것도 포함된다. 대학이

“대학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그 특허를 계속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
며, 대학이 특허의 권리를 누구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없다.727)
한편, 클레임 발명의 대상을 실체화하기 위하여 요구된 활동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여 착수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728) 이와 같은 “대학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당해 활동의 연구에 자금을
댈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만 AIA §273(e)(5)(A)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는 것이다.729)

723) 157 Cong. Rec. S5430 (daily ed. Sept. 8, 2011) (statement of Sen. Kyl) ("The House compromise also precludes
assertion of the defense against most university-owned patents.").
724) Advisory Comm' n. on Patent Law Reform, A Rep.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49, 52 (1992) at 51 ("The proposed
exclusion of non-manufacturing entities was viewed as overbroad in its scope and seen as possibly chilling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Even though prior user rights could not be transferred once created, Government
agencies and universities could exercise prior user rights based upon developmental activities that were undertaken by
others through contract.")
725) AIA §273(e)(5)(A)
726) “기본목적” (primary purpose)이라는 용어는 Bayh-Dole Act에 있는 "primary function"과 일치하고 그와 비슷한 범
위를 가지며, 특히, 비영리기관이 그 기본 기능들 중 하나가 발명의 관리이기 때문에 35 U.S.C. §207(c)(7)에 따라
발명을 양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 선사용권 예외 규정의 "primary purpose"에 들 수 있다.
727)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학은 상당수의 특허를 patent troll에게 파는 것으로 보인다. See Thomas Ewing & Robin
Feldman, The Giants Among Us, 2012 Stan. Tech. L. Rev. 1, ¶¶ 31, 3640.
<http://stlr.stanford.edu/pdf/feldman-giants-among-us.pdf>
728) AIA §273(e)(5)(B)
729) 157 Cong. Rec. S542728 (daily ed. Sept. 8, 2011) at S5431 (statement of Sen.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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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사용 항변의 출원일 1년 전의 선사용 요건
(1) pre-AIA
pre-AIA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피고(accused infringer)가 ① 특허의 유효출원일의
1년 전에 발명을 실제화(actually reduced)하고, ② 유효출원일 전에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commercially used)한 경우,730) 특허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731) AIPA에서는 유
효출원일의 1년 전에 실제화(actual reduction to practice)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최
초 발명자의 권리(선사용의 항변)가 특허권자의 1년 grace period를 침범하지 않도록 규
정한다.732) 즉, 35 U.S.C. §102(b) 규정에 의하면 미국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지 • 공
용 등의 사유는 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1년

grace period 내에 있었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이 요건은 또한, 진정한 최초 발명자만에 대해 선사용 항변을 허용할 수 있
는 기능을 한다.733)

FTF에 의하면, 최초 발명자라 하더라도 조기에 출원을 하지 않아 최초 출원으로
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FTF에서의 선사용권은 최초 발명자에 의한 투자를
보호하고 최초 발명자와 그 후 발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발명주
의(FTI) 하에서는 최초 발명자가 최초 출원인이 아니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순전한 FTI 시스템을 따르는 한 최초 발명자의 항변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은 pre-AIA §102(b)의 "on sale bar" 규정과 같이, 순전히 FTI 시스템만을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출원하도록 독려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734) 따라서 자신의 발
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소정 기간 내 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최초 발명자가 특허권자의 유효출원일의 1년 전에 공개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최초 발명자는 타인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또한, 35 U.S.C.

§102(g) 규정에 따라 발명의 우선순위를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다투기 위한 저촉
절차나 재심사절차 및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미국의 FTI 하에서
도 선사용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AIPA에서는 "영업방법"으로 한정하였다.735)

730) 파리협약 제4B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유효출원일은 국내 및 조약 우선일을 포함한다. 35 U.S.C.
§273(a)(4)
731) 35 U.S.C. §273(b)(1)
732) Toshiko Takenak, Impact of 1999 Patent Reforms: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ASRIP Newsletter, Winter 2000,
p.3
733) 가령 발명의 실제화가 특허권자의 유효출원일과 가깝다면 특허권자는 최초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보다 자신
의 실제화 일자가 앞섬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734) “on sale bar" 규정은 발명자가 비밀리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735) Toshiko Takenak, Impact of 1999 Patent Reforms: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ASRIP Newsletter, Winter 200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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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A
FTF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선사용 항변의 성립요건으로서 유효출원일
전에 선사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AIA에서는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 또
는 AIA §102(b) grace period 자격을 갖는 클레임 발명의 공지(public disclosure)일” 중 빠
른 날의 1년 전에 상업적 사용이 있었던 경우에 선사용 항변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다.
선사용일과 특허의 유효출원일(또는 공지일) 간에 적어도 어떤 시간적 갭(gap)을
요구한 것은 특별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즉, 그러한 시간 갭은 선사용자가 특허권
자로부터 당해 발명을 파생(derive)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선사용
자가 보다 빨리 발명을 한 자일 것임을 보증한다.736) 따라서 그와 같은 시간 갭 요건은,
한 당사자(특허권자)는 우선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을 하여야 하는 한편 다른 당사
자(선사용자)는 보다 빠른 비밀적 상업적 사용이나 본질적인 준비를 한 날에 대한 입증

("swear behind")을 허용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불공평을 완화시킬
수 있다.737)

AIA에서 선사용권의 1년 요건은 특허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행동한 자를 위축시키
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738) FTF 시스템에서, 선사용권은 최
초 발명자이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출원한 경우에 최초 발명자에 대한 위안책으로 작용
한다. 그런데 AIA의 1년 기간은, 장기간의 상업적 영업비밀을 선호하면서 특허 시스템
을 통하여 공중에게 개시되는 것을 피하려는 자들에게만 보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이다. 즉, 특허 출원일의 1년보다 훨씬 이전에 발명을 내부적으로 (비밀상태로) 준
비한 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이나 일반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 타인이
특허를 받더라도 그 자는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있는 반면, 타인 특허의 출원일보다 약간
앞서서 발명을 사용한 자는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없게 된다.739) 따라서 장기간 발명을
비밀로 유지한 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최초 발명자이고 선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AIA에서 그 항변을 하
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을 예시한 것이며, 특히 pre-AIA와 비교하여 최초 발명자는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볼 수 있다.740)

736)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4, 2012. p.566-567
737)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1년 갭보다 짧은 시간 갭에 의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상업적
사용이 특허된 발명의 유효출원일(또는 공지일)의 1년 전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발명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최초 발명자인 자에게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4, 2012. p.567
738) Donald S. Chisum,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nalysis and Cross-References”, Dec. 5, 2011. p.48
739) Donald S. Chisum, p.48
740) Donald S. Chisum,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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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0년 11월: S사가 제품 X를 착상하고 실제화하였다.
② 1990년 11월: S사는 제품을 위한 기계 설비를 시작하였다 (산업계에서 그와 같은 설비 작업은
6개월 소요됨).
③ 1991년 2월: 발명자 F가 출원을 하였다.
④ 1991년 3월: S사의 대리인이 출원 준비를 시작하였고, 발명자가 이를 검토하였다.
⑤ 1999년 5월: S사가 출원을 하였다.
⑥ 그 후: 발명자 F는 제품 X를 커버하는 넓은 클레임으로 특허를 받았고, F는 S사에 대해 특허침
해소송을 제기하였다.
(1) pre-AIA에 의하면, F의 특허는 S사의 선발명으로 인하여 무효를 면치 못한다(35 U.S.C.
§102(g)). 따라서 S사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741)
(2) AIA에 의하면, 선발명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바, 만일 S사가 F의 출원일 전에 자신의
제품을 공지(public disclosure)하지 않았다면 F의 특허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아울러 S사가
F의 출원일 전에 상업적 개발(commercial development)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기간
요건 때문에 S사는 선사용의 항변도 할 수 없게 된다.

6. USPTO의 선사용권 항변에 관한 보고서

742)

AIA는 특허침해에 대한 선사용권(prior user rights) 항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선
사용권으로 인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관련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왔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pre-AIA에서는 영업방법(BM)에
대한 특허에 한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AIA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영업방법뿐만이 아닌 전 기술범위로 확장한다. 동시에, AIA는 선사용권
주장에 있어 몇 가지 제한과 예외를 두었다. 즉, 선사용권과 관련된 사업 전부를 양도

•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변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양도 • 이전이 금지되고, 출원
일 전에 당해 발명이 사용되었던 지역에 한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학 또
는 산하 기술이전기관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서는 선사용권 항변이 제한된다. 선사용권
항변에 대한 이러한 제한 및 예외사항들은 특허권자, 대학 및 산하기관들 간의 이해관
계를 공정하게 조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선사용권의 범위 확대가 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논의 과정에서 제시
된 우려사항에 대응하여, 의회는 USPTO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분석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741) 물론 pre-AIA에서는 영업방법에 대해서만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그 항변을
할 수는 없다. 한편, pre-AIA에서는 S사의 출원이 (다른 선행기술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742) USPTO,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J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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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특허법과 유럽연합 국가, 일본, 캐나다 및 호주 등 국가와의 특허법 비교.
(B) 선정된 국가들에서 선사용권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C) 선사용권과 신생 기업 및 창업용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과의 상관관계 분
석.

(D) 선사용권이 소기업(small business), 대학 및 개인 발명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
석.

(E) 특허법에 영업비밀법(Trade Secret Law)을 도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법
적 • 헌법적 쟁점 분석.

(F)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특별히 선사용권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

USPTO는 선사용권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의
견을 구했으며, 접수된 의견서와 USPTO의 연구 결과 및 미국 무역대표부, 법무부, 국무
부의의견을 수렴하여 USPTO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AIA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음을 명백하
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권
리의 균형을 맞춘다.

2. 선사용권의 범위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 유형, 사적 권리 이전 및 선사용권 행사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며, 대학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해서는 선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대학
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AIA의 선사용권 제도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실질적 증거는 없
다.

4. AIA의 선사용권 제도가 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불균형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

5. 대학교에 대한 선사용권 적용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채택된 방안에 대해 그 변경
을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6. AIA의 선사용권 제한이 소기업 또는 개인 발명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

7. 특허침해에 대응한 선사용 항변은 합헌적이고 적법하며, 미국에서 영업비밀법과
특허법이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정 이래 공존해 왔음을 인식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합치한다.

8. 영업비밀 보호는 미국 산업 및 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며, 따라서 특허침해에
대해 선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 • 정책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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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ITF 시스템에서 제한적인 선사용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사용자와 후특허권자 간
에 일어날 수 있는 본질적인 불공평 문제를 다루었다. 선사용권 항변은 신기술을
즉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타인의 후출원에 기하여
침해주장이 제기될 때 조기 상업적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pro-manufacturing 및 pro-job 이다.
10. 선진국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특허법의 기본적 요소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미국
기업들 또한 그 경쟁업체들이 해외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미국에
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USPTO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한다.

1. AIA에서 제시된 선사용권 규정들은 주요 통상 국가들의 것과 일반적으로 합치되
며, 현재로서는 개정될 필요가 없다.

2. AIA의 선사용권 항변은 혁신, 벤처 펀딩, 소기업, 대학 또는 개인 발명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실질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개정 없이 유
지되어야 한다.

3. USPTO는 AIA §시행에 관한 2015년 의회보고서에서 선사용권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재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미국 특허법은 영업비밀 보호와 특허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사
용권 항변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5. 미국 특허법은, FITF 시스템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기업들이 (i) 후등록특허에 대해 기존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고, (ii) 해외에 있는
경쟁기업들과 유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침해에 대한 선사용권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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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영향 및 대책
1. 특허 표시
미국에서 특허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기산점이 침해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부터이기 때문이다.743) 우리 특허법의 경우, 피고의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744) 침해행위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지만,
미국 특허법은 피고에게 특허권의 존재에 대하여 통지를 한 이후의 피고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산정한다. 그러한 통지 중 대표적인 실례가 경고장(warning letter)
의 발송 또는 법원에의 소장(complaint) 제출이며 이 경우 피고에게 실제로 통지가 전달
되는 것이라고 하여 “실제통지”(actual notice)라고 칭한다.745) 한편, 특허권자가 관련 제
품에746) 특허표시를 적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그 특허표시가 침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통지를 “의
제통지”(constructive notice)라고 한다.
특허권자가 의제통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관련 제품에
계속하여 특허표시를 하여야 한다.747) 만약, 처음 1년간 표시를 잘 하고 중간에 2년간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년간은 표시를 잘 한 경우,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의 이전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최근의 2년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의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743) 35 U.S.C. § 287(a) ("Patentees, and persons mak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article for or under them, or importing any patented article into the United States, may give notice to the public that
the same is patented, either by fixing thereon the word “patent” or the abbreviation “pat.”, together with the number
of the patent, or when, from the character of the article, this can not be done, by fixing to it, or to the package wherein
one or more of them is contained, a label containing a like notice. In the event of failure so to mark, no damages
shall be recovered by the patentee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except on proof that the infringer was notified of
the infringement and continued to infringe thereafter, in which event damages may be recovered only for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such notice. Filing of an action for infringement shall constitute such notice.").
744) 특허법 제130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745) 35 U.S.C. § 287(b)(5)(A)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notice of infringement means actual knowledge, or receipt
by a person of a written notification, or a combination thereof, of information sufficient to persuade a reasonable person
that it is likely that a product was made by a process patented in the United States.").
746) 특허표시를 필요로 하는 발명은 물건발명이며 방법발명에 대하여는 특허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방법발명
에 대하여는 표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American Medical Systems, Inc. v. Medical Engineering Corp., 6 F.3d 1523,
1538-39 (Fed. Cir. 1993) ("The reason that the marking statute does not apply to method claims is that, ordinarily, where
the patent claims are directed to only a method or process there is nothing to mark.").
747) Syngenta Seeds, Inc. v. Delta Cotton Co-op., Inc., 457 F.3d 1269, 1276 (Fed. Cir. 2006) ("In the patent context, where
a patent is sold as a commercial product, an alleged infringer is deemed to have ' constructive notice' of the patent
protection ' when the patentee consistently mark[s] substantially all of its patented products' with the statutor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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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 특허표시의 활용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생각한
다면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AIA
에서는 제품에 PAT. X,XXX,XXX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확장하여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는 virtual marking도 유효한 특허표시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수출기업들이 제품에 웹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표시하되, 웹 사이트를 통해 제품과 연관된 특허를 함께 게시하여
유효한 특허표시가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제품에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대신 QR 코드나 컬러코드와 같이 웹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코드 표시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웹사이트
표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로의 연결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AIA에 따른

virtual marking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되어 나갈 것이다.

(2) 허위 특허표시 소송의 제한
pre-AIA에서는 특허의 허위 표시에 대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AIA에서는 미국 정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특허허위표시에
관한 소송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금전을 노린
특허허위표시 소송 제기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
국 정부가 얼마나 제품들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여 특허허위표시 소송을 진행할 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일반 공중의 제보에 의지하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당사자 병합의 제한
AIA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병합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였다. 즉, 원고는
하나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복수의 피고들이 “단순히 하나의 동일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를 병합하여 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748) 다수
의 피고를 하나의 특허침해 당사자로 병합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피고들이 공
통의 특정 행위, 이벤트 혹은 쟁점에 관하여 공동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 (jointly and

severally liable)로 한정되었다.749)

748) 35 U.S.C. §299
749) 35 U.S.C. §299(a) "(1) any right to relief is asserted against the parties jointly, severally, or in the alternative with
respect to or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occurrence, or series of transactions or occurrences relat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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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의 경우는 서로 관련 없는 다수의 피고를 특허소송에 병
합시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750) 즉, 특허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적인 NPE는 협
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로열
티를 요구하게 되는데, pre-AIA에서는 한 번의 침해소송 청구로 다수의 피고를 그 소송
에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AIA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되었다. NPE 입장에서는 다수의
피고를 하나의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 NPE의 소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NPE가 주된 소송지로 활용하는 E.D. Texas 의 경우
본 규정의 발효일인 2011년 9월 16일 전의 특허소송에서 평균 피고 수가 10.0명 이었던
것이 그 날 이후에는 2.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751)
[미국의 Top 5 특허소송법원의 사건당 피고의 수]
District
Eastern District of Texas
District of Delawar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pre-AIA (2011)

AIA (2011)

케이스 소송당 피고의 수 케이스 소송당 피고의 수
279
278
213
157
124

10.0
7.2
3.8
3.9
5.1

139
206
111
68
90

2.7
2.2
1.9
2.4
1.8

당사자 병합의 제한을 가한 AIA 하에서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NPE로부터 (또는 PE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소송에 다른 피고
와 병합되어 있는 경우, AIA §299 규정을 근거로 병합의 부당함을 주장(a motion for

misjoinder)하여 실체적인 쟁점 다툼 이전에 상대의 침해소송 진행에 대한 절차적 방어
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에게 좀더 유리한 소송지(venue)로 이송하는(transfer) 전략을
취할 수 있다.

AIA 개정 조치에 대해 아마도 NPE는 향후 다중 소송지 (Multi-district Litigation;
"MDL")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752) 만일 복수의 침해소송이 서로 다른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들이 공통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병합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NPE는 MDL을 통한 소송
비용 절감을 노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해 NPE는 기존의 피고 병합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753)
making, using,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of the same accused product or process;
and (2) question of fact common to all defendants or counterclaim defendants will arise in the action."
750) 일례로, 특허괴물 Mosaid는 2011년 3월 15일 LG와 라이센싱을 맺은 후 이튿날 RIM, Dell, Cannon 등이 포함된
17개의 회사를 상대로 WiFi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예로 소송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고 주장하던 최대 규모의 Patent Aggregator이며 특허괴물인 Intellectual Ventures (IV)는 2011년 7월 11일 Hynix,
Pantech, Elpida, Dell, HP, Wal-Mart 등 19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내최대 전자회사인
삼성과 LG는 소송 직전 IV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751) 아래의 표는 Thomas J. Fisher, Tomoyoshi Furukawa. (2012) Recent Trends in NPE Litigation, The Lawyers (July
2012)의 Table 3 및 Table 5를 참조하여 재편집한 것임.
752) Thomas J. Fisher, Tomoyoshi Furukawa. (2012) Recent Trends in NPE Litigation, The Lawyers, July 2012
75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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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PE나 다른 특허권자는 ITC를 통해 다수의 침해자를 병합하여 ITC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ITC 소송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리라 예상하기도 한다.754) 따라서, ITC 소송에 대한 절차와 이해를 좀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3. 고의침해와 변호사 의견서 확보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고 3배까지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755) 이 규정에 대한 의회 입법의 기본 의도는 특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침해자에 의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
여금 징벌적(가중적) 손해배상을 더할 수 있는 재량을 허여하기 위한 것이었다.756)
따라서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피고나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향
후 발생할지 모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한데, 가장 전형적인 대비책으로 특허변호사로부터 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다. 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차후 특허소송이 진행될 때 미리
확보된 의견서를 통해 침해자 자신의 특허실시는 “침해가 아니거나” 혹은 적어도 “침해
주장 특허가 무효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의(good

faith)의 침해자는 증액된 손해배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까지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침해자가 원고로부터 소송 전에 경고장을 받은 경우 미리 특
허변호사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두었는가가 무척 중요한 사안이었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고의침해’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비록 AIA에서는 침해자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자문내용을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757)하였으나, 여전히 법원이나 배심원이 고의침해를 판단할
때 변호사의 자문은 고의침해 판단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특허변
호사로부터 사전에 침해 관련 의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즉, AIA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adverse

inference)을 금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견서 확보가 여전히 소송상 배심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적 요소로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하는 즉
754) 실례로 AIA로 인해 다수의 피고를 병합할 수 없게된 2012년 1월, NPE는 21개의 외국회사를 상대로 ITC 소송을
개시한 바 있다. Certain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 ITc Inv. No. 337-TA-827
755) 35 U.S.C. 284
756)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에서 antitrust(독점금지) 위반과 strict liability(제조물 책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757) AIA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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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허변호사를 통해 침해에 관한 의견서 및/또는 특허 무효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특허변호사로부터의 회피 설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
의하는 과정은 추후 소송에서 고의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4. 선사용 항변
AIA의 선사용 규정을 AIA §102 규정과의 관계에서 검토하면, 선사용 항변은 비밀
로 사용된 기술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758) 즉, 출원발명의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공
개적 사용(public use)이 있으면 (그 공개적 사용이 출원일 전의 1년 내라 하더라고, 그
공개적 사용 전에 발명자의 공지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출원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선사용이 특허출원 전에 어떤 형태로든 공지되면 그에 대한 출원은 특
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와 관련하여 선사용권이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선사용이 비
밀로 유지된 경우에 한한다. AIA의 선사용권 항변을 할 수 있는 자는 실제로는 “비밀
선사용자”라는 것이다.
특허권자는 “유한 기한”의 보호를 갖지만 영업비밀 보유자는 무한히 지속할 수 있
는 권리를 갖는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사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를 봉인하도록 보호명령을 내린다.759)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비밀적 영업비밀은 공
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중은 그에 대해 알 수 없다. 따라서 비밀 선사용자는 그 영
업비밀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게 된다.760)

AIA의 선사용 항변은 실질적으로는 비밀로 사용된 기술에만 적용되므로, 선사용
권은 발명의 실시가 주로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제품의 판매만으로는 제3자가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되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이나 반도체 제조공
정에 관한 기술이 대표적이다. 가령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피고가 기존에 실시
하고 있었던 기술인 경우, 그 기술이 당해 특허의 유효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이라면 신
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유효출원일의 1년 전에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기초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인지,
또는 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그 출원발
명의 기술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기술내용을 비밀상태로 유지하

758) Ellen Jalkut and Michael J. Remington, "Prior User Rights
Consideration", BNA' s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759) See, e.g., Fed. R. Civ. P. 26(c)
760) Ellen Jalkut and Michael J. Remington, "Prior User Rights
Consideration", BNA' s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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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추후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으
로 자신의 기술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법상 선사용 항변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미국 AIA에서는 당해 특허 클레임의
유효출원일 또는 발명개시일의 적어도 1년 전에 피고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
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과, 특허권자(특허소송의 원고)가 대학교인 경우에는
피고가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점이 우리법과 기본적으로 다른 차
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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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AIA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
Ⅰ. 손해배상 규정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NPE (non-practicing entities)의 특허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정안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규정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손해
배상의 산정 대상을 제품 전체가 아닌, 선행기술과 차이 나는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
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법원이 정한 고려요소와 방법만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한 것
으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시
도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본 개정안이 그대로 법제화 되었다면, 비핵심적 부분에 대
한 침해를 이유로 전체 침해액을 늘리는 것을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피고
에게 획기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었다.761)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으
로 되지 않도록 하려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의회는 결국 그 숙제를 사법부로 넘긴 것
으로 볼 수 있다. NPE에 의한 빈번한 침해소송의 제기로 제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
고 그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폐해가 보다 현실화 된다면
미국 법원도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NPE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 손해배상 규정의 개정 논의 경과
미국 소송이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소송이 고비용 구
조라는 것은 비단 변호사 비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송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존재
하는 손해배상의 고액화와 관련된다. 과도한 배상 문제는 실제 제품의 생산을 넘어서는
과도한 로열티가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 형태로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액
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허법
개정론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반대론자들은 35 U.S.C. §284의 손해배상제도가 과도한 배상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고, 35 U.S.C. §284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특허법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발명 유인
책(incentive)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특허법 개정론자들의 시도는 발명의 증진과
산업기술 발전의 유도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
판한다.

761) 정승복, "미국특허법 개정 배경 및 개요", 발명진흥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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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액 산정방식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35 U.S.C. §284에 기초한다. 해당 조문에서 법원은 특허침해
에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낮게 손해배상을 산정해서는 안 되며 침해에 대한 적정
한 보상을 특허권자에게 해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나 산정 방식에 관해
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적정 로열티를 결정함에 있
어 전문가 증언을 참조할 수 있다.762)

(a) PRA 2005
PRA 2005를 비롯한 그 뒤의 개정법안에서는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PRA 2005에서는 조합 발명에 대한 합리적
인 로열티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침해자에 의해 부가된 조합, 생산 방법, 영업 리스
크, 또는 중대한 특징이나 개선과 구별되는, 실현될 수 있는 수익에 공헌한 발명 기여분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763)

(b) PRA 2006
PRA 2006에서는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여타의 특징이 경제적 가
치에 기여한 부분, 침해자에 의해 부가된 개량 및 침해자가 사업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 감수한 영업적 리스크와 구별되는, 발명의 신규하고 비자명한 특징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764) 또한, 다른 고려요소로는 해당 발명의 시장에
서의 통상실시권 조항 및 법적용 가능한 다른 요소를 명시하였다.765)

(c) PRA 2007
PRA 2007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특허가 선행 기술에 대해
대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로열티 상당의 배상액
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합리적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합리적 로열티의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구별하여야 하고, 법원과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요소만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선행기술에 나타난 경제적 가치 기여요소를 배제
시켜야 함은 물론 침해 제품이나 방법의 경제적 가치에 기여한 그 외의 특징이나 개량

(이들 자체가 특허되었더라도)도 배제시켜야 함을 규정하였다.766)
더불어, 침해 제품이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특허권자가 선행기술 대비 특허의
특정 기여가 시장 요구에 대한 현저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손해배상은
침해품이나 침해방법의 “전-시장가치”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였고, 손해배
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적용가능한 법제 하에서의 관련 요소와 더불어 합당한
762)
763)
764)
765)
766)

pre-AIA §35 U.S.C. §284
PRA 2005 (H.R. 2795) Sec. 6(a)
PRA 2006 (S. 3818) SEC. 5(a)(2)(A)
PRA 2006 (S. 3818) SEC. 5(a)(B),(C)
PRA 2007 (H.R. 1908) SEC. 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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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명의 통상실시권의 조항을 고려하거나 배심원으로 하여금 고려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함을 명시하였다.767)
조합 발명의 경우에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만일 각 요소가 선행
기술에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특허권자는 각 요소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부
가 가치 및 향상된 가치 기여를 보일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768)

(d) PRA 2009
PRA 2009 손해배상 규정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손해배상을 결정함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증언’을 고려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고려 대상 전문
가 증언의 채택 여부는 전문가 증언에 적용되는 증거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또, 배심
원에 의해 손해배상이 결정되지 못할 때 법원이 이를 산정하여야만 한다.769)

PRA 2009에 따르면, 사실관계와 법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증거를 인용
하여,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 또는 배심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즉, 법원은 합리적인 로열티 결정과 관련한 요인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합리
적인 로열티를 결정할 때 그 요인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침해 제품이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특허권자가 선행기술 대비 특허의 특정 기여가 시장 요구에 대한 현저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손해배상은 침해품이나 침해방법의 “전-시장가치”에
근거한 것이 될 수는 없다. (B) 만일 침해자에 의한 발명의 사용이, 실시권 조항이 합리
적이라는 통상적 시장에서의 인식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통
상실시권의 대상이었음을 법원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보였을 때, 그 실시권이 법원에
소 제기 전에 이미 확보되었고, 법원이 침해자의 사용이 이러한 실시권 하에 허여된 권
리의 범위, 양과 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동일하다면, 손해배상은 이러한 실시권 조항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권리 주장 발명이 관련 시장에서 비침해 대체물과 충분
한 정도로 유사하고, 그 대체물이 이러한 통상실시권의 대상이었음을 법원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보였을 때, 법원이 침해자의 사용이 이러한 실시권 하에 허여된 권리의 범위,
양과 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동일하다면, 손해배상은 이러한 실시권 조항에 기초하여 결
정될 수 있다.770)
만일 위의 (A)와 (B)와 같은 특허권자의 제시가 없으면, 법원은 합리적인 로열티
는 침해 제품이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특허권자가 선행 기술 대비 특허의 적정한 특
수 기여분의 경제적 가치 일부에만 적용됨을 확증하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조합 발명인 경우에는, 선행기술 대비 기
여도는 특허권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조합의 일부로서 선행기술의 요소의 일부 또는

767)
768)
769)
770)

PRA
PRA
PRA
PRA

2007
2007
2009
2009

(H.R. 1908) SEC. 5(b)(3), (4)
(H.R. 1908) SEC. 5(b)(5)
(S.515) SEC. 4(b)
(S.515) SEC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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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증가된 가치와 더불어 이러한 조합으로부터 도출되는 추가적인 기능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할 경우,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제 하에서 다른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거나 배심원이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 PRA 2011
PRA 2011의 손해배상 규정은 최근에 손해배상액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
고 있다는 관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보다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기안되었
다.771) PRA 2011에서는 판사가 사건의 손해배상 부분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점검을 추가하였으며, 그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은 손해배상의
결정과 관련한 방법론과 요인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방법론
과 요인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법원은 손해배상 증거를 채택하기 전에, 다른 손해
배상 사건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는 각 당사자의 다툼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의 문제는 손해배상과 고의적 침해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PRA 2011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손해배상 판단과 관련한 방법론과 요인들만을 고
려하고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적 기초를 갖는 지를 확실하게 하는 "gate keeping"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현
행법은 고의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772) 최근 몇 년 동안

Federal Circuit 판례는 침해자의 행위가 적어도 "objectively reckless" (객관적 무모함)인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였다.773) PRA 2011에서는 고의적 침해의 판단에 대해 판례의

"objective recklessness" 기준을 성문화하였으며, 고의적 침해의 주장에 대한 pleading 요
건774)을 부과하였다.

(2) 고의 침해 요건
35 U.S.C. §284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침해에 관한 요건에 대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개정론자들은 손해배상이 증액될 수 있는 고의침해 요건을
입법화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a) PRA 2005
PRA 2005에서는 특허권자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A) (i) 침해자가 해
771) Marc Morgan, "What Changes Will the Patent Reform Act of 2011 Bring?" Feb 15, 2011.
<http://www.patexia.com/blog/12>
772) 개정 전 35 U.S.C. §284
773) In re Seagate Tech., LLC, 447 F.3d 1360 (Fed. Cir. 2007)
774) Fed. R. Civ. P.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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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특허와 대비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침해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주장하고, (ii) 특허의 각 클레임을 특정하고,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각 제품이나 방법
을 적시하며, 특허의 각 클레임과 해당 제품과 방법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면 고지를
받은 후, 침해자가, 합리적인 검토 기회가 있은 다음에도 침해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하
였을 때, (B) 침해자가 해당 발명이 특허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복제하거
나 (C) 법원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침해자가 이전 침해에 해당하는 행
위와 그럴 듯한 정도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행위에 관여하였을 때로 규정한다.

PRA 2005에서 고의 침해에 대한 제한으로, (A) 침해자가, 특허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 또는 나중에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혀진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의로 지득하였을 경우 법원은 고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B) 앞선 (A)
는 변호사의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가 있을 때 지득된 선의가 성립되며, (C) 변호사
의 조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고의 침해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이 없
음을 규정하였다.
법원이 소송상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거나, 집행가능 및 침해자에 의해 침해
되었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특허를 고의 침해하였다고 항변
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렇게 결정내릴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b) PRA 2006
PRA 2006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자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
허권자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① 특허권자로부터 적절한 서면 고지(written notice)를 수령한 침해자가 합리적
으로 조사할 기회가 있은 후에 1회 이상의 침해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② 침해
자가 해당 발명이 특허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복제하였거나 혹은 ③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가 이전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와 그럴 듯한 정도로 다른 것이 아닌 행위에 관여했을 때로 규정한다.775)
여기서, “적절한 서면 고지” (adequate written notice)라 함은 그 고지가 침해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을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법으
로 침해 행위를 주장하고, 특허의 각 클레임을 특정하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각각의 제품이나 방법을 적시하며, 특허의 각 클레임과 각각의 제품과
방법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776)

PRA 2006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제한도 규정하였다. 즉, (A) 침해자가 특허가 무효
이거나 집행불능, 또는 나중에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혀진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
지 않는다는 것을 선의로 지득하였을 동안에는 법원은 침해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서

775) PRA 2006 (S. 3818) Sec. 5(b)(2)
776) PRA 2006 (S. 3818) Sec. 5(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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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777) 여기서, “선의로 지득” (informed good faith belief) 하였다 라
는 것은 (i) 변호사의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ii) 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발견했을
때 침해를 피하기 위해 행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증거, (iii) 법원이 그 이외에 발견할
수 있는 선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증거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778) 더불어, 침해자가 변호사의 조언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침해
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음도 명시하였다.779)
소송 대상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 특허가 집행가능하다는 결정 및 특허가
침해자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침해자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
하였다고 특허권자가 법원에 항변하거나 법원이 침해자가 고의침해하였다고 결정할 수
없다.780) 마지막으로, PRA 2006에서는 침해자의 고의성 결정은 배심원 없이 이루어져
야 함을 규정하였다.781)

(c) PRA 2007
PRA 2007에서는 침해자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A) 특허권자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① 침해자가 해당 특허와 대비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침해임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② 특허의 각 클레임을 특정하고,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각각의 제품이나 방법을 적시하며, 특허의 각 클레임과 각각의 제품과
방법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면 고지를 받은 후, 침해자가, 합리적인 검토 기회가 있은
후, 침해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B) 침해자가 해당 발명이 특허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복제하거나 (C)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였음에도 침해자
가 이전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럴 듯한 정도로 다른 것이 아닌 행위에 관여했을
때로 규정한다.
더불어 PRA 2007에서는 고의 침해에 대한 제한도 두었는데, (A) 침해자가 특허가
무효이거나 집행불능, 혹은 나중에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혀진 행위가 침해를 구
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의로 지득하였을 때, (B) 여기서, “선의로 지득” 하였다 함은

(i) 변호사의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ii) 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발견했을 때 침해를
피하기 위해 행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증거, (iii) 법원이 그 이외에 발견할 수 있는
선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증거에 의해 확립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C)
변호사의 조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고의 침해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이 없음을 규정하였다.782)

777)
778)
779)
780)
781)
782)

PRA
PRA
PRA
PRA
PRA
PRA

2006
2006
2006
2006
2006
2007

(S. 3818) Sec. 5(b)(4)(A)
(S. 3818) Sec. 5(b)(4)(B)
(S. 3818) Sec. 5(b)(4)(C)
(S. 3818) Sec. 5(b)(5)
(S. 3818) Sec. 5(b)(5)
(H.R. 1908) SEC. 5(c)(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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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 상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거나, 집행가능 및 침해자에 의해 침해
되었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특허를 고의 침해 했다고 항변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렇게 결정내릴 수 없다. 침해자의 고의성 결정은 배심원 없이 이루어
져야 함을 규정하였다.

(d) PRA 2009
PRA 2009에서는 침해자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A) 특허권자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침해자가 “객관적 무모함”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였음을 증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① 침해자가 해당 특허에 대비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침해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② 특
허의 각각 클레임을 특정하고,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각각의 제품이나 방법을 적시하며,
특허 각각의 클레임과 각각의 제품과 방법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면 고지를 받은 후,
침해자가, 합리적인 검토 기회가 있은 후, 침해라고 주장되는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
였을 때 (B) 침해자가 해당 발명이 특허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복제하거
나 (C) 법원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침해자가 이전 침해에 해당하는 행
위와 그럴 듯한 정도로 다른 것이 아닌 행위에 관여했을 때로 규정한다.783)
위의 내용은 PRA 2007에 비해 “하나 이상의” 부분 만 다를 뿐 그 외의 부분은 동
일하여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더불어 PRA 2009의 고의 침해에 대한 제한은 PRA 2007
과 동일하다.

(e) PRA 2011
최종적으로 AIA로 통과되기 전 상원에서 검토된 PRA 2011의 경우 고의침해에 대
한 제한에 관해 기존 Seagate 사건784)에 의해 확립된 고의침해 기준을 입법화하는 시도
가 발견된다. 즉, 특허권자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침해자의 행위가 객관적
으로 무모하였음을 보여야 고의침해가 성립된다.785) 또한, Seagate에서 천명된 고의침해
가 성립될 수 있는 2-prong test 역시 입법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고의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객관적 무모함”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침해자의 행위가 자
신의 행위가 유효한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임이 객관적이면서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였고, 두 번째로 이러한 객관적으로 정의된 리스크를
침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자명해야 함을 규정하였다.786)
또한, 고의적 침해에 관한 사실인정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피
소된 침해자가 그 특허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을 기초로는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수 없
다. ② 특허권자가 고의적 침해의 근거로서 소송 전 경고장에 의존하려면 그 경고장에
783)
784)
785)
786)

PRA2009 (S. 515) SEC. 4(e)
In re Seagate Tech., LLC, 447 F.3d 1360 (Fed. Cir. 2007)
PRA 2011 (S. 23) SEC. 4 (d)(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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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특허 및 그 대상 물건이나 방법을 특정하여 확인하고 그 물건이나 방법이 어떻
게 특허 클레임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이 침해,
특허 유효성 또는 집행성에 관한 close case가 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없다. 더욱이, close case가 존재하면 고의적 침해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되지 않는다.787)

(3) AIA의 NPE Study
AIA는 행정부 재무국(GAO)에게, NPE와 관련하여 연간 소송 건수, 소의 이익이 없
는 것으로 판명된 소송 건수, 관련 경제적 비용, 효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NPE와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788) 당초 법안에서는 NPE를 적절히 규제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여러 조항들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었는데, 이
는 의회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입법화할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
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789)

2. 찬반 논의
PRA의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찬성론자는 특허개혁에 손해배상액을 산
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선호하는 반면 개정 반대론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특허 침해자가 지불할 보상이 줄어들어 침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들고, 따라
서 발명자가 미국에서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주
장한다.
반대론자는 PRA의 개정안이 발명자보다는 특허 침해자에게 유리하며, 특허 개혁
이 법원 시스템에 맡겨져 있어야 하며, 특허개혁은 USPTO에서의 행정적 개혁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eneral Electric, Johnson & Johnson, 3M 등 혁신주도형 기업들
은 개정안이 "pro-infringement"라고 비판하였으며, 그 주된 논점은 침해가 입증된 경우
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었다.790) 반대론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력한 지식재산에
의존하는 제조회사들이 미국으로의 제조투자를 정당화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허침해에 대한 패널티가 줄어든다면 미국에 머물러 생산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초기 기업 및 벤처 기반의 초기 시장 진입
회사에 역효과를 내며, 특허보호의 침식은 투자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791)

787)
788)
789)
790)

PRA 2011 (S. 23) SEC. 4 (d)(3),(4),(5)
AIA Sec. 34(b)
정승복, "미국특허법 개정 배경 및 개요", 발명진흥회, 2011.11.
"IP group concerned over new patent reform bid", March 10, 2009.
<http://www.cpaglobal.com/newlegalreview/3252/ip_group_concerned_over_new_patent_reform_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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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APP792)는 PRA가 특허보호를 약화시켜 제조분야에서의 경쟁력, 투자 및
고용에 유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개혁의 정당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몇 가지 사
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793)

(i) MAPP는 특허소송의 폭발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 건수가
1993년에 등록특허의 1.45%이고 2007년에 등록특허의 1.48%로서 비슷하며, 손해배상액
에 있어서도 의약 특허 손해배상액이 1995~2000년에 390만 달러이고 2001~2007년에

380만 달러(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로서, 본질적인 증가가 없었다는 것이
다.

(ii) 다음으로, MAPP는, PRA 찬성론자는 침해자를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애를 먹는
결백한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자의 위법성
을 확인한 다음에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지
나치다는 전제에 대해서도, 침해를 단념시키고 특허권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목적
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PRA를 반대하는 그룹794)에서 상하원으로 보낸 서신에 의하면,795) 경제학자

Scott Shane이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안만으로 그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① 미국 제조업의 51,000~298,000개 직업이 위태로움, ② 미국 공공기업의 가치가

384~2254억 달러의 감소, ③ R&D에서 년간 339~660억 달러의 감소, ④ 미국 특허가치
에서 344~853억 달러의 감소.
이와 같은 논쟁 끝에, PRA 2011에서 제안되었던 §284 개정안은 PRA 반대론자의
벽에 부딪혀 상원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결국 AIA에서는 종전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
하게 된 것이다.

791) Gene Quinn, "Unions Oppose Patent Reform Legislation Too", March 10, 2009.
<http://ipwatchdog.com/2009/03/10/unions-oppose-patent-reform-legislation-too/id=2170/>
792) Manufacturers Alliance on Patent Policy: 130 여개의 제조회사 그룹으로서, Dow Corning, DuPont, Monsanto,
PepsiCo, Texas Instruments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라인을 대표하지만 약학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793) Matt Osenga, "Patent Reform 2009 Continued", February 11, 2009.
<http://inventivestep.net/2009/02/11/patent-reform-2009-continued/>
794)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Department (BCTD),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CWA), Department for
Professional Employees (DP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Boilermakers, Iron Ship Builders, Blacksmiths, Forgers & Helpers (IBB),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IB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IFPTE), Metal Trades Department,
United Association of Plumbers and Pipe Fitters (UA).
795) Gene Quinn, "Unions Oppose Patent Reform Legislation Too", March 10, 2009.
<http://ipwatchdog.com/2009/03/10/unions-oppose-patent-reform-legislation-too/id=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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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손해배상(Damages) 규정의 PRA 개정법안
35 U.S.C. 284 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of this title.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PRA 2005 (HR 2795)
SEC. 6. RIGHT OF THE INVENTOR TO OBTAIN DAMAGES.
(a) AWARD OF DAMAGES. -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In determining a reasonable royalty in the case of a combination, the court shall consider, if relevant and among other
factors, the portion of the realizable profit that should be credited to the inventive contribution as distinguished from other
features of the combination, the manufacturing process, business risks, or significant features or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of this title.
(b) WILLFUL INFRINGEMENT. - (1) INCREASED DAMAGES..A court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r patents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und or assessed
under subsection (a), except that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of this title.
(2) PERMITTED GROUNDS FOR WILLFULNESS. - A court may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nly if the patent owner present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A)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from the patentee (i) alleging acts of infringement in a manner sufficient to give the infringer an objectively reasonable apprehension of suit
on such patent, and
(ii) identifying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of the patent, each product or process that the patent owner alleges infringes
the patent,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product or process to such claim,
the infringer,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reafter performed one or more of the alleged acts of
infringement;
(B) the infringer intentionally copied the patented invention with knowledge that it was patented; or
(C) after having been found by a court to have infringed that patent, the infringer engaged in conduct that was not colorably
different from the conduct previously found to have infringed the patent, and which resulted in a separate finding of
infringement of the same patent.
(3) LIMITATIONS ON WILLFULNESS. - (A) A court shall not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under
paragraph (2) for any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infringer had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that the patent was invalid
or unenforceable, or would not be infringed by the conduct later shown to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patent.
(B) Reasonable reliance on advice of counsel shall establish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C) The decision of the infringer not to present evidence of advice of counsel shall have no relevance to a deter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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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ful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2).
(4) LIMITATION ON PLEADING. - A patentee may not plead, and a court may not determine,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before the date on which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that the patent in suit is not invalid, is
enforceable, and has been infringed by the infringer.’’; and
(c) EXPERT TESTIMONY. -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PRA 2006 (S. 3818)
SEC. 5. REMEDIES FOR INFRINGEMENT AND AFFIRMATIVE DEFENSES THERETO
(a) AWARD OF DAMAGES (1)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2) In determining a reasonable royalty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A) the economic value that should be attributed to the novel and non-obvious feature or features of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the economic value attributable to other features,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and the business
risks the infringer undertook in commercialization;
(B) the terms of non-exclusive marketplace licensing of the invention; and
(C) other relevant factors in applicable law.
(b) WILLFUL INFRINGEMENT. (1) INCREASED DAMAGES. - A court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r patents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3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und or assessed under subsection (a), except that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2) PERMITTED GROUNDS FOR WILLFULNESS. - A court may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nly if the patent owner present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A) the infringer, having received adequate written notice from the patentee,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reafter performed 1 or more of the alleged acts of infringement;
(B) the infringer intentionally copied the patented invention with knowledge that it was patented; or
(C) after having been found by a court to have infringed that patent, the infringer engaged in conduct that was not colorably
different from the conduct previously found to have infringed the patent, and which resulted in a separate finding of
infringement of the same patent.
(3) WRITTEN NOTICE. - For purposes of paragraph (2), written notice shall be adequate only if such notice (A) alleges acts of infringement in a manner sufficient to give the infringer an objectively reasonable apprehension of suit on
such patent, and
(B) identifies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of the patent, each product or process that the patent owner alleges infringes the
patent,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product or process to such claim, the infringer.
(4) LIMITATION ON WILLFULNESS. (A) IN GENERAL. - A court shall not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under paragraph (2) for any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infringer had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that the patent was invalid or unenforceable, or
would not be infringed by the conduct later shown to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patent.
(B) INFORMED GOOD FAITH BELIEF. --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may be
established by (i) reasonable reliance on advice of counsel;
(ii) evidence that the infringer sought to modify its conduct to avoid infringement once it had discovered the patent; or
(iii) other evidence a court may find sufficient to establish such good faith belief.
(C) EVIDENCE. - The decision of the infringer not to present evidence of advice of counsel shall have no relevance to a
determination of willful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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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MITATION OF PLEADING. - Before the date on which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that the patent in suit is not
invalid, is enforceable, and has been infringed by the infringer, a patentee may not plead, and a court may not determine,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the patent. The court's determination of an infringer's willfulness shall be made
without a jury.

PRA 2007 (HR1908)
SEC. 5. RIGHT OF THE INVENTOR TO OBTAIN DAMAGES
(a) In General -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b) Reasonable Royalty (1) IN GENERAL- An award pursuant to subsection (a) that is based upon a reasonable royalt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subsection.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the court shall determine whether paragraph (2), (3), or (4)
will be used by the court or the jury in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The court shall identify the factors that are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a reasonable royalty under the applicable paragraph, and the court or jury, as the case may be, shall
consider only those factors in making the determination.
(2) RELATIONSHIP OF DAMAGES TO CONTRIBUTIONS OVER PRIOR ART- Upon a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a reasonable royalty should be based on a portion of the value of the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the court
shall conduct an analysis to ensure that a reasonable royalty under subsection (a) is applied only to that economic value
properly attributable to the patent'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The court shall exclude from the analysis the
economic value properly attributable to the prior art, and other features or improvements, whether or not themselves
patented, that contribute economic value to the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3) ENTIRE MARKET VALUE- Upon a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the patent'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is the predominant basis for market demand for an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damages may be based upon
the entire market value of the products or processes involved that satisfy that demand.
(4) OTHER FACTORS- If neither paragraph (2) or (3) is appropriate for determining a reasonable royalty, the court may
consider, or direct the jury to consider, the terms of any nonexclusive marketplace licensing of the invention, where
appropriate,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factors under applicable law.
(5) COMBINATION INVENTIONS- For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in the case of a combination invention the
elements of which are present individually in the prior art, the patentee may show that the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may include the value of the additional function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as well as the enhanced value, if any, of
some or all of the prior art element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c) Willful Infringement
(1) INCREASED DAMAGES- A court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r patents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und or assessed under subsection (a), except that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2) PERMITTED GROUNDS FOR WILLFULNESS- A court may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nly
if the patent owner present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A)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from the patentee(i) alleging acts of infringement in a manner sufficient to give the infringer an objectively reasonable apprehension of suit
on such patent, and
(ii) identifying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of the patent, each product or process that the patent owner alleges infringes the
patent,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product or process to such claim,
the infringer,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reafter performed one or more of the alleged acts of
infringement;
(B) the infringer intentionally copied the patented invention with knowledge that it was patented; or
(C) after having been found by a court to have infringed that patent, the infringer engaged in conduct that was not colorably
different from the conduct previously found to have infringed the patent, and that resulted in a separate finding of
infringement of the sam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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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MITATIONS ON WILLFULNESS- (A) A court may not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under
paragraph (2) for any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infringer had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that the patent was invalid
or unenforceable, or would not be infringed by the conduct later shown to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patent.
(B)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may be established by(i) reasonable reliance on advice of counsel;
(ii) evidence that the infringer sought to modify its conduct to avoid infringement once it had discovered the patent; or
(iii) other evidence a court may find sufficient to establish such good faith belief.
(C) The decision of the infringer not to present evidence of advice of counsel is not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willful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2).
(4) LIMITATION ON PLEADING- Before the date on which a court determines that the patent in suit is not invalid, is
enforceable, and has been infringed by the infringer, a patentee may not plead and a court may not determine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and
(d) Expert Testimony -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PRA 2009 (HR1260)
SEC. 5. RIGHT OF THE INVENTOR TO OBTAIN DAMAGES
(a) IN GENERAL. -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b) DETERMINATION OF DAMAGES EVIDENCE CONSIDERED PROCEDURE. -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admissibility of such testimony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of evidence governing expert testimony.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c) STANDARD FOR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1) IN GENERAL. - The court shall determine,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after adducing any further evidence the
court deems necessary, which of the following methods shall be used by the court or the jury in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pursuant to subsection (a). The court shall also identify the factors that are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a
reasonable royalty, and the court or jury, as the case may be, shall consider only those factors in making such determination.
(A) ENTIRE MARKET VALUE. - Upon a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the claimed invention’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is the predominant basis for market demand for an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damages
may be based upon the entire market value of that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B) ESTABLISHED ROYALTY BASED ON MARKETPLACE LICENSING. - Upon a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the claimed invention has been the subject of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 a number of persons sufficient to indicate a general marketplace recognition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licensing terms, if the license was secur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case before the court, and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infringer’s use is of substantially the same scope, volume, and benefit of the rights granted under such license, damages may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erms of such license. Upon a show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the claimed
invention has sufficiently similar noninfringing substitutes in the relevant market, which have themselves been the subject
of such nonexclusive licenses, and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infringer’s use is of substantially the same scope, volume,
and benefit of the rights granted under such licenses, damages may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erms of such licenses.
(C) VALUATION CALCULATION. -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urt that the showings required under subparagraphs
(A) and (B) have not been made, the court shall conduct an analysis to ensure that a reasonable royalty is applied only to the
por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infringing product or process properly attributable to the claimed invention’s specific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In the case of a combination invention whose elements are present individually in the prior
art, the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may include the value of the additional function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as
well as the enhanced value, if any, of some or all of the prior art elements as part of the combination, if the patentee
demonstrates that value.
(2) ADDITIONAL FACTORS. - Where the court determines it to be appropriate in determining a reasonable royalty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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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1), the court may also consider, or direct the jury to consider, any other relevant factors under applicable law.
(d) INAPPLICABILITY TO OTHER DAMAGES ANALYSIS. - The methods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described
in subsection (c) shall have no application to the calculation of an award of damages that does not necessitate the
determination of a reasonable royalty as a basis for monetary relief sought by the claimant.
(e) WILLFUL INFRINGEMENT. (1) INCREASED DAMAGES. - A court that has determine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r patents may
increase damages up to 3 times the amount of the damages found or assessed under subsection (a), except that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2) PERMITTED GROUNDS FOR WILLFULNESS. - A court may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only if the patent owner present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acting with objective recklessness.
(A)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from the patentee.
(i) alleging acts of infringement in a manner sufficient to give the infringer an objectively reasonable apprehension of suit
on such patent, and
(ii) identifying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of the patent, each product or process that the patent owner alleges infringes
the patent, and the relationship of such product or process to such claim, the infringer,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reafter performed 1 or more of the alleged acts of infringement;
(B) the infringer intentionally copied the patented invention with knowledge that it was patented; or
(C) after having been found by a court to have infringed that patent, the infringer engaged in conduct that was not colorably
different from the conduct previously found to have infringed the patent, and which resulted in a separate finding of
infringement of the same patent.
(3) LIMITATIONS ON WILLFULNESS. - (A) IN GENERAL. - A court may not find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under paragraph (2) for any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infringer had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that the patent was invalid or unenforceable, or would not be infringed by the conduct later shown to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patent.
(B) GOOD FAITH ESTABLISHED. - An informed good faith belief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may be
established by.
(i) reasonable reliance on advice of counsel;
(ii) evidence that the infringer sought to modify its conduct to avoid infringement once it had discovered the patent; or
(iii) other evidence a court may find sufficient to establish such good faith belief.
(C) RELEVANCE OF NOT PRESENTING CERTAIN EVIDENCE. - The decision of the infringer not to present evidence
of advice of counsel is not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willful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2).
(4) LIMITATION ON PLEADING. - Before the date on which a court determines that the patent in suit is not invalid, is
enforceable, and has been infringed by the infringer, a patentee may not plead and a court may not determine that an
infringer has willfully infringed a patent.

PRA 2010 (S515)
SEC. 4. DAMAGES.
(a) IN GENERAL. -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b) PROCEDURE FOR DETERMINING DAMAGES. (1) IN GENERAL. - The court shall identify the methodologies and factors that are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and the court or jury, shall consider only those methodologies and factors relevant to making such determination.
(2) DISCLOSURE OF CLAIMS. - By no later than the entry of the final pretrial order, unless otherwise ordered by the court,
the parties shall state, in writing and with particularity, the methodologies and factors the parties propose for instruction to
the jury in determining damages under this section, specifying the relevant underlying legal and factual bases fo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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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ions.
(3) SUFFICIENCY OF EVIDENCE..Prior to the introduction of any evidence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upon motion of either party or sua sponte, the court shall consider whether one or more of a party’s damages contentions
lacks a legally sufficient evidentiary basis. After providing a nonmovant the opportunity to be heard, and after any further
proffer of evidence, briefing, or argument that the court may deem appropriate, the court shall identify on the record those
methodologies and factors as to which there is a legally sufficient evidentiary basis, and the court or jury shall consider only
those methodologies and factors in making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only permit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that is relevant to the methodologies and factors that the
court determines may be considered in making the damages determination.
(c) SEQUENCING. - Any party may request that a patent-infringement trial be sequenced so that the trier of fact decides
questions of the patent’s infringement and validity before the issues of damages and willful infringement are tried to the
court or the jury. The court shall grant such a request absent good cause to reject the request, such as the absence of issues
of significant damages or infringement and validity. The sequencing of a trial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not affect
other matters, such as the timing of discovery. This subsection does not authorize a party to request that the issues of
damages and willful infringement be tried to a jury different than the one that will decide questions of the patent’s
infringement and validity.
(d) WILLFUL INFRINGEMENT.(1) IN GENERAL. - The court may increase damages up to 3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f the court or the jury, as
the case may be, determines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was willful.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Infringement is not willful unless the claimant prove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ccused infringer’s conduct with respect to the patent was objectively reckless. An accused
infringer’s conduct was objectively reckless if the infringer was acting despite an objectively high likelihood that his actions
constituted infringement of a valid patent, and this objectively-defined risk was either known or so obvious that it should
have been known to the accused infringer.
(2) PLEADING STANDARDS..A claimant asserting that a patent was infringed willfully shall comply with the pleading
requirements set forth under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9(b).
(3) KNOWLEDGE ALONE INSUFFICIENT. - Infringement of a patent may not be found to be willful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infringer had knowledge of the infringed patent.
(4) PRE-SUIT NOTIFICATION. - A claimant seeking to establish willful infringement may not rely on evidence of pre-suit
notification of infringement unless that notification identifies with particularity the asserted patent, identifies the product or
process accused, and explains with particularity, to the extent possible following a reasonable investigation or inquiry, how
the product or process infringes one or more claims of the patent.
(5) CLOSE CASE. - The court shall not increase damages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re is a close
case as to infringemen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motion of either party, the court shall determine whether a close
case as to infringement, validity, or enforceability exists, and the court shall explain its decision. Once the court determines
that such a close case exists, the issue of willful infringement shall not thereafter be tried to the jury.
(6) ACCRUED DAMAGES. - If a court or jury finds that the infringement of patent was willful, the court may increase only
those damages that accrued after the infringement became will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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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사항
1. 소송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위 “소송지 선택” (forum shopping)이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
한 고려요소가 된다. 실제로 일부 소송지(litigation venue)에 특허소송이 집중되는 게 확
연한데, 어느 연구에 따르면 특허소송의 약 절반 정도가 94개 소송지 중 약 10군데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796) PRA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 관할 획득
을 위해 인위적으로 하는 양도, 회사 설립, 기타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797) 본 조항
이 입법화되었다면 NPE의 행동반경을 상당히 제약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798)

796) Kimberly Moore, "Forum Shopping in Patent Cases: Does geographic Choice Affect Innovation?",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 79, May 2001
797) PRA 2009 (S.515) (March 3, 2009) SEC. 8. VENUE AND JURISDICTION. (a) VENUE FOR PATENT CASES.
Section 1400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subsection (b) and inserting the following:
"(b) Notwithstanding section 1391 of this title,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any Act of Congress relating to patents,
a party shall not manufacture venue by assignment, incorporation, or otherwise to invoke the venue of a specific district
court.
(c) Notwithstanding section 1391 of this title,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or any ac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may be brought only in a judicial district
(1) where the defendant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in the location or place in which the defendant is incorpo
rated or formed, or, for foreign corporations with a United States subsidiary, where the defendant' s primary United
States subsidiary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is incorporated or formed;
(2)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substantial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hysical
facility that the defendant controls and that constitutes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operations of the defendant;
(3) where the primary plaintiff resides, if the primary plaintiff in the action is
(A)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under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a)); or
(B)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 qualifies for treatment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501(c)(3));
(ii) is exempt from taxation under section 501(a) of such Code; and
(iii) serves as the patent and licensing organization for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under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20 U.S.C. 1001(a)); or
(4) where the plaintiff resides, if the sole plaintiff in the action is an individual inventor who is a natural person
and who qualifies at the time such action is filed as a micro-entity pursuant to section 123 of title 35.
(d) If a plaintiff brings a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or declaratory judgment relief under subsection (c), then
the defendant may request the district court to transfer that action to another district or division where, in the court' s
determination
(1) any of the parties has substantial evidence or witnesses that otherwise would present considerable evidentiary burde
ns to the defendant if such transfer were not granted;
(2) such transfer would not cause undue hardship to the plaintiff; and
(3) venue would be otherwise appropriate under section 1391 of this title."
798) 정승복, "미국특허법 개정 배경 및 개요", 발명진흥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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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레임 해석에 대한 중간항고
개정법안에는 클레임 해석을 위한 "Markman Hearing"의 결과에 대해 CAFC로의 중
간항고(Interlocutory Appeal)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799) AIA에는 반영되지 못하였
다. 소송 실무상으로는 Markman Hearing 결과에 따라 무효 또는 비침해 쟁점이 선명해
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연방지방법원의 클레임 해석에 대한 CAFC의 기각률이 비정상
적으로 높다는 보고도 있다.800)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간항고를 허용할 경
우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둘 만큼
의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801)

3. 모든 특허출원의 공개
미국에서 출원공개제도 (Publication of Foreign Filed Applications)는 1999년 11월 29
일에 개정된 AIPA에서 채택되었다.802) 그러나 미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을 출원공개제도
가 적용되는 외국(PCT 국제출원 포함)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면
출원인은 당해 출원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803) 이 규정의 목적은 소기업
이나 개인 발명자들의 아이디어를 대기업들이 카피하거나 심사관에게 선행기술을 마구
제출하여 심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출원 내용에
관하여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804) PRA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공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의 비밀 취급 명령을 제외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805) AIA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99) PRA of 2009 (S.515) (March 3, 2009) SEC. 8. VENUE AND JURISDICTION. (b) INTERLOCUTORY APPEALS.
Subsection (c)(2) of section 1292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3) of an appeal from an interlocutory order or decree determining construction of claims in a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 of title 35.
Application for an appeal under paragraph (3) shall be made to the court within 10 days after entry of the order or
decree. The district court shall have discretion whether to approve the application and, if so, whether to stay proceeding
s in the district court during the pendency of such appeal."
800) Paul M. schoenhard, "Reversing the Reversal Rate: Using Real Property Principles to Guide Federal Circuit Patent
Jurisdiction",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ume 17, Issue 2, 2006. pp.
303-04.
801) 정승복, "미국특허법 개정 배경 및 개요", 발명진흥회, 2011.11.
802) 우리나라의 출원공개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공개일 현재 계속 중인 출원은 원칙
적으로 모두 출원공개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출원하지 않으면 출원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03) 35 U.S.C. §122(b)(2)(B)
804) Wendy H. Schacht & John R. Thomas, "PATENT REFORM: Innovation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pp.25-26
(July 15, 2005)
805) PRA 2006 SEC.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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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1999년 개정법에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한 이유 및 출원공개

의 예외를 인정한 이유

미국에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는 공개된 것이 미국 내에서는 그 발명이 공개되지 않거나 더 늦게 공개되어 미국에서
그 발명을 접하게 되는 기회의 면에서 타국에 비하여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출원된 발명이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타국에도 출원
된 경우 그 타국에서는 우선일(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발명의 내
용이 출원공개되어, 타국의 국민은 그 발명의 내용을 알고 그 발명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량발명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806) 그러나 미국의 경우 종래 출원공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특허출원된 것 중에 등록된 것만이 미국에서 등록공고되었으
며, 심사 과정 중에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된 것은 미국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
서 미국에서 등록공고되지 않은 발명은 미국에서 아예 USPTO에서 공개도 되지 않게
되고, 가령 등록공고가 되더라도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미국에 출원한 발명이 타국에도 출원된 경우 미국 내에서 공개가 되지 않거나 그 공개
가 늦게 되어, 미국 내에서는 그만큼 발명에 대한 개시의 면에서 있어서 타국민에 비하
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만 출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
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공개 여부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
는 한편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타국에 함께 출원된 경우에는 미국 출원에 대해
서도 강제적 출원공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미국 출원에 기초하여 타국에 출원을
하지 않거나 타국에 출원하더라도 강제적인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타국
에만 출원된 경우 위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의하여 미국 출원의
출원공개를 막을 수 있다.
미국출원에 대해 미국 외의 국가에 출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공개의 예외를 적용받
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선택권은, AIPA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었을 때 외국 경쟁자에 의한 무단 도용의 위험을 염려하는 개인 발명자와의 타협
의 산물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개인 발명가는, 공개된 발명에 대한 우회설계나 계량으
로 개척 발명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쟁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외국 경쟁자는
우회설계된 발명이나 개량 발명에 기초하여 cross-license를 제안해 올 것이며, 개척 발명
의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외의 나라에도 출원된 것이라면
그 출원은 그 외국에서 출원공개될 것이므로, 미국출원 미공개의 선택권은 미국 외의

806) 또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 출원한 다음 그 출원에 기초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
에 출원한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원공개되어 출원발명의 내용
이 공개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그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미국 발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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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는 관심이 없는 자(출원)로 한정한 것이다.807)

807) Toshiko Takenak, Impact of 1999 Patent Reforms: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ASRIP Newsletter, Winter 200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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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미국 개정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Ⅰ. 우리 출원인의 영향 및 대책
1. 출원 및 심사 관련
(1) 선출원주의
(a) 한국 출원일(조약우선일)의 조기 확보
AIA에서는 미국 출원의 등록요건 판단 기준이 “유효출원일”로 정해지며, 조약우
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효출원일은 조약우선일로 소급된다. 따라서 미국에 출원하
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조약우선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발명자가 발명의 과정에서 일련의 성과가 계속하여 나오는 경우 국내우선권 제도
를 활용하여 일련의 한국출원을 한 다음 그것들을 결합하여 복합우선을 주장하면서 미
국출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유효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b) 미국 임시출원의 활용
AIA에서는 미국 출원의 등록요건 판단 기준이 “유효출원일”로 정해지며, 조약우
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효출원일은 조약우선일로 소급되는데, 가령 발명내용이 외
국어로 작성된 경우 외국어 명세서로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명세서를 국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그
번역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최대한 빠른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임시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임시출원은 어
떠한 언어로도 출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특허”와 같이 미국특허가 중요한 사안
에서는 표준기고문을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그 기고문 내용에 대해 먼저 미국 임시출원
을 하는 것이다.

(c) 발명 공지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미국출원 가능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지하고 그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주장
하면서 한국출원을 하고, 그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을 하면, 미국 AIA의 grace period는 유효출원일(즉, 조약우선일)을 기준으로 기산되
므로 한국출원일 전 1년 내의 발명자 자신의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자 자신의 공지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는 미국 출원에 대해 한국출원일을 유효출원
일로 인정받으면서 grace perio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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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한국 출원의 출원공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미국출원 가능
발명자가 한국에 출원을 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하지 않았다가
한국출원의 출원공개가 이루진 후에 비로소 미국출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가령 자
신의 발명에 대해 그 외 다른 공지가 없었다면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는 미국에
출원할 수 있다. 미국 AIA에서는 grace period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법에서와 같은 출
원공개 • 등록공고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적어도 자신의 출원에 따른 출원공개로 인하
여 미국에서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미국출
원을 하면서 한국출원에 기초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출원의
유효출원일은 (한국 출원일보다 늦은) 미국 출원일로 되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선행기
술이 정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 출원을 한 다음 미국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미국 출원을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한국출
원의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최소한 미국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와 같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양수인 명의의 특허출원
AIA에서는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808) 따라서 미국 출원을 하면서 한국 출원의 출원인 명의와 같이
출원을 할 수 있다. 물론, 양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pre-AIA에서와 같이 발명자의 명의로
미국출원을 할 수 있으며, 미국출원의 출원인을 양수인으로 할 것인지, 발명자로 할 것
인지는 양수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양수인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공개공보에는 양수인의 이름이 출원인
으로서 표기된다. 만일 미국출원의 출원공개 시에 양수인의 이름이 타인(즉, 경쟁사)에
게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면 출원인을 발명자의 명의로 하여 출원한 다음 출원공개 후에
양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의 심사과정에서는 양수인의 출원인
것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발명자 선언서 및 양도증
AIA에서는 발명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발명자
선언서 대신에 양수인(회사)이 대체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809) 즉,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을 양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선서 또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 발명자 선언서
808) AIA §118
809) AIA §1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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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음하여 대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체진술서는 특히,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미국출원을 위한 선언서에 서명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 사용자(양수인)는 대체진술서로서 발명자 선언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 사용자는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양
도증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인 발명자가 향후 미국출원에 대해 선
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양수인인 사용자가 미국출원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특허등록 후의 절차 관련
(1) 특허등록 후 재심 절차의 향후 추세 전망
PGR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을 기초로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규로 특허등록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PGR의 제한된 discovery로 인하여 소송에 비하여 최선
의 선행기술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금반언 효과로 인하여 PGR 청구를 꺼
려할 수도 있다. IPRev 또한 소송에 비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자동 중지 규정도 IPRev의 이용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의 소장 송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금반언 효과가
그 청구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pre-AIA에서 EPR과 IPR의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KSR
판례를 기화로 재심 절차에서 특허 클레임이 무효로 되는 확률이 높아졌음에 그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AIA의 IPRev 및 PGR에서는 그 처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법정하고, 제한적이나마 discovery를 규정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보다 제3자 신
청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re-AIA의 IPR을 대체한 AIA의

IPRev은 계속하여 그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A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
유를 기초하여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그 신청기간이 9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AIA의 PGR과 IPRev를 합
치면 pre-AIA의 IPR 보다는 그 청구 건수 내지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2) 재심 절차와 민사소송의 전략적 선택시 고려사항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자는 이를 위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
면 재심절차를 선택할 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지와의 관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의 기간, 무효 주장의 근거 및 이유, discovery의 범위, 금반언 효과, 무효성 문
제와 침해 문제의 분리 여부, 및 입증책임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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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대신에 민사소송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
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무효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점, full discovery를 이용할
수 있는 점, 하나의 법원에서 모든 사항(유효성, 특허침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판단
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허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의 유효성 추정이 적용되며,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판사나 배심원에 의하여 판단되
며, 가령 피고의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AIA의 PGR과 IPRev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그 처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
여 특허 유효성에 관하여 신속한 판단결과를 제공하여 특허소송과의 관계에서 그 실효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심 절차에서의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
은 지방법원에서의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보다 더 낮으며, 클레임 해석에
관하여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재심절차에서 특허 클레임의
무효 가능성이 민사소송에서 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와 더불어, AIA에서는
제한적이나마 discovery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신청인이 특허무효를 다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PGR 또는 IPRev 신청인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특허소송에서
금반언이 적용된다는 점은 그 신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3) PGR의 활용 방안
PGR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적 실시예 요건(best
mode)을 제외하고 35 U.S.C. §112에 따른 근거를 포함하여 특허대상(§101), 신규성
(§102), 비자명성(§103) 등 특허성에 관한 어떠한 근거로도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PGR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IPRev를 통해 특허무효를 시도할 수 있으
나, 이 때는 신청인이 오직 신규성(§102)과 비자명성(§103) 문제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
다.
가령 소프트웨어 또는 바이오 관련 산업계의 경우 등록특허가 발명의 특허적격성

(§101)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PGR 절차를 통하여 그 특허의 무효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A에서는 공지 • 공용에 대해 국내외 구분없이 선행기술로 인정되므로,
관심대상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국내 기업 자신이나 한국에서 공지 • 공용 사실이 있는
경우 PGR을 통하여 특허무효를 다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특허 소송 관련
미국 개정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재판지 등의 규정에 대하여 NPE의
폐해와 관련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AIA에서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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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사용 항변 인정, 소송당사자 병합요건 강화, 변호사 자문 규정
등이 법제화 되어 특허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소송에서의 확실성 강화”를 도
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NPE의 영향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NPE (non-practicing entities)의 특허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정안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규정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손해
배상의 산정 대상을 제품 전체가 아닌, 선행기술과 차이 나는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
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법원이 정한 고려요소와 방법만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한 것
으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시
도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본 개정안이 그대로 법제화 되었다면, 비핵심적 부분에 대
한 침해를 이유로 전체 침해액을 늘리는 것을 배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피고
에게 획기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었다.810)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으
로 되지 않도록 하려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의회는 결국 그 숙제를 사법부로 넘긴 것
으로 볼 수 있다. NPE에 의한 빈번한 침해소송의 제기로 제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
고 그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폐해가 보다 현실화 된다면
미국 법원도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NPE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상 특허표시의 활용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생각한
다면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AIA
에서는 제품에 PAT. X,XXX,XXX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확장하여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는 virtual marking도 유효한 특허표시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수출기업들이 제품에 웹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표시하되, 웹 사이트를 통해 제품과 함께 연관된 특허를 함께 게
시하여 유효한 특허표시가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당사자 병합의 제한에 의한 영향
AIA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 병합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였다. 즉, 원고는
하나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복수의 피고들이 “단순히 하나의 동일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810) 정승복, "미국특허법 개정 배경 및 개요", 발명진흥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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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는 피고를 병합하여 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811)

NPE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다수의 피고를 하나의 특허소송에 병합시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IA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되었다. NPE 입장에서는 다수의 피
고를 하나의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 NPE의 소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
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NPE가 주된 소송지로 활용하는 E.D. Texas 의 경우 본
규정의 발효일 후의 특허소송에서 그 전에 비하여 평균 피고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우리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소송에 다른 피고와 병합되
어 있는 경우, 35 U.S.C. §299 규정을 근거로 병합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좀더
유리한 소송지(venue)로 이송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4) 선사용 항변
AIA의 선사용 항변 규정을 AIA §102 규정과의 관계에서 검토하면, 선사용 항변은
비밀로 사용된 기술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812) 따라서 선사용권은 발명의 실시가 주로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제품의 판매만으로는 제3자가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없
는 경우에 발생되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이 대표적
이다.
가령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피고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기술인 경우,
그 기술이 당해 특허의 유효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이라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유효출원일의 1년 전에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기초
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인지,
또는 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그 출원발
명의 기술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기술내용을 비밀상태로 유지하
면서 추후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제품의 판매로 자신의 기술내용
을 제3자가 알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법상 선사용 항변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미국 AIA에서는 당해 특허의 “유효
출원일 또는 발명개시일의 적어도 1년 전에 피고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
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특허권자가 대학교인 경우”에는 피고가 선사용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점이 우리법과 기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다.

811) 35 U.S.C. §299
812) 즉, 출원발명의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공개적 사용(public use)이 있으면 (그 공개적 사용이 출원일 전의 1년
내라 하더라고, 그 공개적 사용 전에 발명자의 공지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출원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선사용이 특허출원 전에 어떤 형태로든 공지되면 그에 대한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
와 관련하여 선사용권이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선사용이 비밀로 유지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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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법 개정의 시사점
1. 명세서 언어요건의 완화(안)
(1) 미국 유효출원일과 임시출원
현행 우리법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는 “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
국의 경우 정규출원이든 임시출원이든 영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떠한 언어로도 출원
할 수 있다. pre-AIA §102 규정에 의하면 조약우선일에도 불구하고 “미국출원일”이 중
요하기 때문에 우리 출원인은 미국출원일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임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813) 그러나 AIA에 의하면 조약우선일이 신규성 • 비자명성의 판단 기준
일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다. 다만, 발명을 기재한 서면이 국
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을 국어로 번역하여 국어 명세서를 작성한 다
음 한국에 출원하는 것보다는 그 외국어 원문 그대로 미국에 임시출원하는 것이 조기에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임시출원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법의 명세서 언어요건의 완화(안)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에 따르면, 출원 명세서 부분은 어떠한 언어로도 가
능하도록 규정한다.814) 우리 특허청에서도 PLT 가입과 관련하여 명세서 언어요건을 보
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출원에서 명세서의 언
어로서 적어도 “영어”도 허용한다면 더 이상 미국의 임시출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우리 출원인이 국내출원만으로도 미국 특허법상 유효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출원인의 경우 발명 내용의 기재가 외국어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외국어
는 대부분 “영어”임을 경험칙상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세서 언어요건으로서 “영어”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국내출원으로 AIA의 유효출원일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임시출원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출원인이 보다 빠른 우선일(유
효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우리 출원인이 미국 임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청 관납료와 미국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략 $700~1,000/건)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813) 미국 임시출원은 언어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출원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814) PLT Art. 5(2) [Language]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ind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a)(i)
and (ii) be in a language accepted by the Office.
(b) The part referred to in paragraph (1)(a)(iii) may,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be filed in an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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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Grace Period 기산의 기준일 검토
(1) 우리법과 미국 AIA의 비교
미국 pre-AIA는 1년 grace period의 기산 기준일을 “미국출원일”로 규정하다가 AIA
에서는 “유효출원일”로 그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그로 인하여, 미국출원에 조약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미국 출원의 유효출원일은 조약우선일로 소급한다. 우리법의 경우 공
지예외적용은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1년 이내의 자기 공지에 대해서 인정된다.
우리법의 경우, 미국에 출원한 다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출원하
더라도 우리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1년의 기간(grace period)은 조약우선일이
아니라 한국에 실제로 출원한 날이 기준일로 된다. 반면, 미국 AIA의 경우, 발명자의
최초 공지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다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출원하면 1년 grace period 기산일이 조약우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국의 실제
출원일로부터 최대 2년 전에 공지된 것까지 미국 AIA에 의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출원에 기초하여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및 한국 출원에 기초하여 미
국에 출원하는 경우에 대해 grace period 인정요건을 서로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하
여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결과로 된다.

(2) grace period의 기산 기준일의 개정(안)
공지예외적용의 grace period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2일 개정 전의 우리법은 6개
월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라 미국법과 같이 되도록 12개월로
개정된 바 있다.815) 1년 grace period에 대해, 미국의 pre-AIA에서는 “미국출원일”을 기준
으로 기산하던 것을 AIA에서는 “유효출원일”, 즉 조약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법의 경우 2011년에 미국 pre-AIA
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한 바 있었는데, 미국 AIA에서 grace period 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다시 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grace period의 적용에 있어서 미국
출원인이 한국 출원인에 비하여 보다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그에 대한 미국의 개정 요
구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SPLT(안)에서는 grace period의 기준일
자를 “우선일”로 규정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816)
815) 시행: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3.15)
816)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An item of prior art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claimed invention, in so far as that item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tem of prior art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 [and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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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예외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 검토
(1) 미국 AIA와 우리법의 비교
미국 pre-AIA는 누구의 공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1년 grace period를 인정하였
지만, AIA에서는 자신의 공지에 대해서 1년의 grace period를 인정한다. 우리법의 경우
출원공개 • 등록공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공지에 대해 1년의 grace period을 인정하므
로, 미국 AIA와 그 인정요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grace period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우리법의 경우 출원 시에 공지예외적용의 취지를 기
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미국 AIA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의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
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법(종전법)에서 공지예외적용의 사유로 몇 가지를 한정적으로 적
용하고 있어 특별한 예외의 인정을 위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시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종전법은 특별한 경우의 공지사유에 대
해서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외 적용을 받
으려는 출원인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출원인 본인에 의한 모든 공지사유에 대해 널리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면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보인다.817)

(2) 우리법의 사전신고방식 에 대한 검토
현행법과 같이 공지예외적용 사유로서 발명자 본인의 공지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출원시 사전신고방식에 의할 경우 출원인 본인의 공지사실을 출원
당시(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모두 증명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추후 특허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는 반면, 제3자는 출원인이
알았다면 당연히 제출하였을 터인데 출원 당시에 이를 미처 신고(제출)하지 못한 공지
사유를 기초로 특허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출원인은 공지예외
적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817) 특허청, 「미국 특허법 • 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7.9.8. 304-3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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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3자는 출원인의 실수나 착오에 편승하여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18)
참고로, 공지예외적용 사유를 출원인에 의한 모든 공지행위로 확대한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지
예외적용이 인정되는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제30조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로 설명한다.819)

(3) 공지예외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의 개정(안)
우리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인 자신의 출원전 공지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요건 판단
시 선행기술로서 작용되지 않도록 널리 인정하여 발명자의 특허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인 만큼 출원 당시에 반드시 절차적 요건(사전신고방식)을 밟도
록 할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인용하였는데 그것이 제30조 규정의 출원인에
의한 공지사유에 해당하면 출원인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 입증이 유효하면 그 공지
사유는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절차적 요건을 개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대해 ‘사전신고방식’에
서 ‘사후입증방식’으로의 변경을 말한다.820)
818) 한편, 출원시에 신규성의제의 취지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특허
법 제30조 적용의 취지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다면 ① 출원인이 출원시에 그러한 취지를 밝히
지 않도록 유도하게 되고, ② 출원인은 심지어 심사관의 최초 또는 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도 그러한
취지를 밝힐 필요가 없게 되며 심지어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소송에서 천천히 밝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③ 제3자가 해당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도 출원인은 그에 대하여 소명을 게을리 하여 제3자가
해당 출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오인하게 유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 적용의 취지

를 적당한 시기 이내에 밝히도록 강제한다고 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침탈하거나 출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특허청, 「한 •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1. 112면)
819) 산업자원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종
합법률정보 에서 특허법에 대한 “연혁정보” 참조) (“개정안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는 취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상 자기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발명한 자 자신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특정한 공개형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29조제1항
제1호에 의할 경우 출원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공개된 발명활동(외국에서의 제품 광고 및 출시 등)이 현행법에
규정된 특정한 공개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를 거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국제학술단체에
서의 논문 발표의 경우 많은 외국 저명 학술단체가 연구결과 논문을 홍보차원에서 학회 개최 또는 학술지 발간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추세로서 이러한 공개행위는 서면발표도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정한 공개형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특정
한 공개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공개 형태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행한 공개 형태가 본 규정에서 한정한 공개 형태인지에 대하여 출원인에
게는 입증의 부담이, 심사관에게는 판단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
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20) 일본 중국 EPC의 경우 모두 공지예외적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에 그 취지를 밝히도록 규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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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법에서 “출원 시의 취지 및 30일 내의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절차
적 요건을 폐지한다면, 우리법은 미국 AIA의 자기 공지에 대한 grace period 규정과 실질
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된다.
한편, SPLT(안)에서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 취지를 언
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안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안이 대립
되고 있다.821) 그러면서, 특허청이 유예기간의 적용에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경우에 그
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22)

4. 공지예외적용에서 출원공개 등록공고 제외 규정 검토
(1) 미국 AIA와 우리법의 비교
우리법의 공지예외적용 규정에서 그 발명내용이 발명자 자신에 기한 것이라 하더
라도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AIA
의 grace period 규정은 발명자 자신에 기인한 모든 공지에 대해 적용되며, 가령 그 공지
가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에 의한 것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법에서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에 의한 것을 제외한 이유로는, 그러한 공지는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한 공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던가,823)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공중의 이용 도모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824)

법 제30조 제4항, 중국법
条 , EPC Rule 25)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공지예외적용 사유를 제한열거적
으로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 반하여, 우리법은 공지 주체로서 타인을 제외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인의 공지인 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유를 공지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나 착오로 출원 시에 어느 하나의 공지사실만이라도 그 표시를 누락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면, 공지예외적용 대상의 확대로 발명의 조기공개를 유도하면서 그 조기공개를 한 출원인에게 ‘함정’을 만
드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사료된다. 현행법과 같은 사전신고방식의 경우 출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자신의 공지행
위 중 일부를 누락시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사후입증방식에 의하면 출원시 자신의 공지사유를 모두
찾아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되는 길이라 사료된다.
821)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2) [Invoking Grace Period]
[Alternative A] The effects of paragraph (1) may be invoked at any time. [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submit a declaration invoking the effect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End of Alternative B]
822) SPLT(안) Article 16 Evidence (1) [Request for Submission of Evidence by the Office] Where an Office reasonably
doubts the accuracy of an alleged fact relevant in the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it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accuracy of that fact.
823) 정상조 •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I, 박영사, 2010.3. p.442
824) 임병웅,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9.9.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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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연구
가령 우리법에서도 미국 AIA에서와 같이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의 제외 규정 없이
발명자 본인에 기인한 모든 공지사유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한다고 가정하고, 다
음의 각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1: 한국 발명자가 한국에 출원(A)을 하여 그 출원이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
되었고, 그것에 기초하여 1년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국 출원(B)을 한
경우를 가정한다.
출원(A)
출원공개

한국출원(A)
(1년 6개월)

한국출원(B)
(1년)

이 경우, 한국 출원 A, B의 발명자가 동일하므로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36조(선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 만일 출원A가 무효 • 취하 •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출원A는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825) 이 경우, 출원B는 출원A에 의해서는 거절되지 않으며 (출원A
의 출원일자보다 늦은) 출원B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신규성 •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
다.

⒝ 출원A가 특허등록된 경우, (i) 출원B의 청구항 발명이 출원A의 특허발명과 동
일하면 제36조가 적용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ii) 출원B의 청구항 발명이 출원A의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면826) 제36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원B의 출원일자를 기준
으로 신규성 •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사례 2: 미국 발명자가 미국에 출원(C)을 하여 그 출원이 1년 6개월 후 미국에서
출원공개되었고, 그것에 기초하여 1년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면서 한국 출원(D)을
한 경우를 가정한다. 한국 출원(D)에는 미국 출원(C)에 기초한 조약우선권이 수반되지
않았다.
한국출원(D)
(1년)
(1년 6개월)
미국출원(C)

미국출원(C)
출원공개

⒜ 한국 출원(D)에 대해 미국 출원(C)을 기초로는 우리법 제29조3항 또는 제36조

825) 특허법 제36조제4항
826) 예컨대, 출원A의 명세서에는 "A+B & A+C"를 기재하고, 출원A에는 "A+B"만을 청구하여 등록을 받았고, 출원B
에는 "A+C"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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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국 출원(D)은 조약우선권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출원일을 기준으로 신
규성 •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사례 3. 한국 발명자가 한국에 출원(E)을 하여 그 출원이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
되었고, 그것에 기초하여 1년 내에 미국 출원(F)을 한 경우를 가정한다. 미국 출원(F)에
는 한국 출원(E)에 기초한 조약우선권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한국출원(E)
출원공개

한국출원(E)
(1년 6개월)

(1년)
미국출원(F)

미국 AIA에 의하면, 발명자 자신에 기인한 공지인 이상 출원공개로 인한 공지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인정되므로, 미국 출원(F)는 한국에서의 출원공개로 인하여 거
절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출원에 대해 출원공개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한다면 그 미국출원은 적어도 한국의 출원공개로 인해서는 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조약우선권의 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국출원일로부
터 최대 2년 6개월까지는 미국에 출원할 수 있는데, 그 미국출원은 한국출원의 출원공
개로 인하여 미국에서 특허를 받는데 장애로 되지 않으며, 가령 그 기간 사이에 타인의
다른 공지가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위 사례 1에서 발명자가 한국 출원(B)를 하게 되는 상황을 탐구하면, 원출원(A)의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범위에서 청구하지 않은 발명이 있는데 그 원출원(A)
에 대해 시간적 • 절차적 제약으로 보정이나 분할의 기회가 더 이상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그러면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부터 1년 이내라면 비록 원출원일
보다는 늦추어지지만 출원(B)를 하면서 그 청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례 1, 2를 검토하면, 가령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출원공개 • 등
록공고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에, 적어도 한국 출원인이 미국 출원인에 비하여 불리하지
는 않음을 알 수 있다.

(3) 공지예외적용에서 출원공개 등록공고 제외 규정의 삭제(안)
공지예외적용 규정은 소정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한다면 그 공지로 인
하여서는 특허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도 발명자의
발명이 공지되면 적어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된 동기
가 물건의 판매나 학술단체 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졌든, 또는 출원공개공보 •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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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를 통하여 알게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원공개공보 또는 등록공고공보도 하나의 “간행물”이라는 점, 특허공보가 특허청
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출원인이 그러한 공개를 예정하고 출원한 것이므
로 출원인의 용인 하에 특허청에서 공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출원일이 늦추어지더라도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굳이 이를 막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AIA와 마찬가지로 발명자 자신에 기인한 공지에 대해서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불문하고 널리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5. 손해배상 관련 규정 검토
(1) 일반 손해액의 산정
미국 특허법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극심
하였는데 결국 입법화 되지는 못하였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미국의 PRA 법안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위
한 방법론과 고려요인 등을 규정하려고 한 것이다. 현행 우리법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추정 등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827)

(2) 가중적 손해배상 규정
미국 특허법에서는 법원이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
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828) 이와 같은 “가중적 (enhanced)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고의침해” 요건이다. 미국 PRA에서는 고의침해의 요건
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하였다.
우리 특허법의 경우에는 가중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허법에 고의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실손해액보다 가중적인 손해배
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침해금
지청구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적게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국
특허법의 3배 손해배상과 같이 특허법상 가중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장래의 침해행위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829)
가령 우리법에서 특허침해에 대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그
것이 적용되는 “고의침해”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문제로 되는데, 미국 AIA 개정과

827) 특허법 제128조
828) 35 U.S.C. §284
829)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1.12. pp.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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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논의되었던 규정 및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RA 2011에 의
하면, 고의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침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유효한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임이 객관적이면서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행위
를 하였고, ② 이러한 객관적으로 정의된 리스크를 침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자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830) 아울러, 고의적 침해에 관한 사실인정을 제한하는 다
음과 같은 규정도 두고 있다: ① 피소된 침해자가 그 특허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을 기초
로는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② 특허권자가 고의적 침해의 근거로서 소송 전
경고장에 의존하려면 그 경고장에는 해당 특허 및 그 대상 물건이나 방법을 특정하여
확인하고 그 물건이나 방법이 어떻게 특허 클레임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
하여야 한다.831)

6. 특허등록 후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심제도의 도입(안)
(1) 미국 AIA와 우리법의 비교
미국법에 의하면 특허등록 후 EPR 절차를 통하여 특허권자가 스스로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다. 아울러, AIA의 보충심
사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법에서 특허등록 후에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데, 대개는 제3자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미국
법에서와 같이 특허권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특허청(또는 심판원)에 제시하
면서 특허성에 관한 심사를 거치면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재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특허권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필요성
가령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침해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제3자가 선행
기술을 기초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 통상 특허권
자는 그 자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자
신의 특허가 그 선행기술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이 있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특허의 무효를 다
투게 되는데, 특허권자는 그 때에 이르러 그 선행기술에 근거한 특허의 유무효성 및 특
허의 정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에 대해 미
830) PRA 2011 (S. 23) SEC. 4 (d)(1)
831) PRA 2011 (S. 23) SEC. 4 (d)(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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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특허청(또는 심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특허를 정정할 수 있다면, 특
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 및 그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다음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심제도의 도입(안)
특허등록 후 특허권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유효
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다 유효한 범위로 특허발명을 정정할 수
있다면, 특허권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등록 후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
우, 현행 우리법 하에서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 한 정정심판에서 다루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의 정정만을 구하
는 경우 및 선행기술에 기초한 심사를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의 청구는
현행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
로 심판관은 그 선행기술에 따른 심사결과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자는 그에
대해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권자는 이 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에 비추어 유효한 특허로
되도록 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선행기술
과 관련한 권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특허 무효심판 제도 검토
미국 AIA에서는 pre-AIA의 IPR을 PGR과 IPRev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절차의 기
본적인 차이점은 신청시기 및 무효사유라 할 수 있다. 즉, PGR은 특허등록 후 9개월 내
에, IPRev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PGR에서는 모든 무효사유에 근거할 수 있지
만 IPRev에서는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자명성만을 무효사유로 할 수 있다.
미국 AIA의 PGR과 IPRev 제도는 우리법의 무효심판 제도에 대응하는데, 우리법에
서는 청구시기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한다.832)

(1) 무효심판 처리기간의 법정화(안)

832) 특허법 제133조제1항. 한편,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의 청구”에 대해서는 제133조제1항제2호(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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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A의 PGR과 IPRev의 경우 Board는 그 절차 개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good cause"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833) Board로 하여금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결과를 내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심판원의 경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리종결되
지 아니한 사건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
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우선심판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심판사무취급규정 §31①), 아울러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신속심판
이 필요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심판사무취급규정 §31의2).
우리 심판원의 경우에도 특허침해소송과 연관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을 통하여 조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심판사무취급
규정으로 정한 것인 바, 미국 AIA에서와 같이 그 처리기간을 법정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무효심판 절차의 개시요건
미국 재심 절차의 경우 그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일 것을 요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절
차의 개시 기준으로서, PGR의 경우 "more likely than" 기준을,834) IPRev의 경우

"reasonable likelihood" 기준을 설정하여,835) 제3자의 재심청구의 남발로 특허권자가 부
당하게 재심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우리 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더불어
일사부재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836) 즉,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규
정은 모순 • 저촉되는 심결을 방지하고, 남소를 방지하여 상대방이 다시 심판에 응하여
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837)
미국법의 PGR과 IPRev 절차의 개시요건은 우리법의 일사부재리 요건에 비하여 보
다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는 개
시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특허 클레임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재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특허 무효심판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개시요건을 미국과 같이 보다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현재 무효심판이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833)
834)
835)
836)
837)

§316(a)(11), §326(a)(11)
§324(a)
§314(a)
특허법 제163조
정상조 •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I, 박영사, 2010.3. p.635

AIA
AIA
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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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될 정도로 그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금반언
미국 AIA의 PGR과 IPRev의 경우, 신청인은, Board의 최종 서면결정이 나온 재심절
차에서 신청인이 제기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기초로 추후 민사
소송에서 해당 클레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금반언(estoppel)을 규정한다.838)
우리법의 경우 금반언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신
의성실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839) 그 발현 형태로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소송상의 금반언”)으로, 이는 영미법의 금반언 법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40)
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해석, 선행기술의 내용, 선행기술과 특허발명의 차이점 등
에 관한 주장이 있었던 경우,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그 주장과 모순되
거나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법원에
서 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제상 미국과 같은 금반언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838) AIA §315(e)(2), §325(e)(2)
839)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을 수행하여야 한다.
840)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5.5. p.34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
로 나오는 경우에 후행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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