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 ․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 ․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를 위하여 2007년부터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표분야 지정과제는 ①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2015후1690), ②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2017허1342), ③‘GLIA’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는 물론, 의사 및 약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한 판례 (2016허9196·9202), ④상표
중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2015후932)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허분야는
침해소송 진행 중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에 관한
판례(2016후328), 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
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2016후
366),

③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2016후342), ④거절
결정불복심판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하는지에 관한 판례(2016허7695), ⑤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법원에 주지
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2015후1447)를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응모자가 자유롭게 판례를 선택하는 자유과제를 포함하여 약 6개월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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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심의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 판례동향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 ․ 학계 ․ 지식재산권 업계 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
대하며,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2.

특허심판원장

고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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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판례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2015허4019 판결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
등침해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6후366 판결)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
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
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
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요

약

번 분명히 하였고,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
추어 볼 때, 균등 침해뿐만 아니라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동안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
게 적용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론이 제시되었던 바, 본고는 각 판결
들을 시기별,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검토함으로써 어떤 해석이 적합타당한지
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에 대한 국제적 판단기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16후366 판결에 대한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
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의 국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게
필요성

적용할지에 관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나, 그동안 다양한
관점의 학설 및 판례가 존재하였던 바, 어떤 해석이 적합타당한지에 대한 명
확한 판단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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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각 판
독창성

례들을 비교하여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국가의 판례 및 법리를
서로 비교하여 본 사안에 대한 국제적 판단기준 및 추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제시된 바
파

급

있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는 2016후366 판결 및 그에

효

과

대한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자유실시기술 법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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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허권자는 특허 받은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특허법 제94조), 정
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를 구성한다.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방법(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고 함)에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청구
범위의 모든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존재(이 경우는 문언침해, literal infringement)
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를 강
학상 균등침해(infringement under doctrine of equivalents)라고 한다. 균등론이란 확
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쉽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일
반적으로 타인의 발명을 모방하여 침해하는 경우에, 발명의 구성 중 비교적 경미한 부
분에 변환을 가하여 그 기술적 범위로부터 일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
면, 균등론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기반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
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다만, 균등론은 그 자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적인 적용기준이 요구되며, 이 기준은 판례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례
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
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i)양 발명에 있어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ii)치환이 가능하고,
iii)치환이 용이하며, iv)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v)치환된 구성요소가 출원절차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
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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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침해
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권자
의 특허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
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강학상 이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라고 한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판례1)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었
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2)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확립된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본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선행연구3)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판시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 237건에 대한 독자적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극적 권리범위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사건으로 구분하여 시계
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각 사건별로 판단 쟁점(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 확인의 이
익,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등)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비교·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3년
간 판시된 심결취소소송 판결 237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다투어진 경우에, 권리
범위 속부가 어떤 비율로 판결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심층분석을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
송을 불문하고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의 사유로 실시자(침해 피의자)에 의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주요 국가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및
판례를 비교하고 본 사안에 대한 국제적 판단기준 및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
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사안에 대한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후283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04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3)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7권 2호(2016),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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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향 및 법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판결(2016후366 판결) 및 그
에 대한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
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위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고들이 실시한다고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의 특허발명(제0649140
호, ‘고강도 패널’)의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사건4)이다.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단계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청구항 1】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
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
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어지되,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에는 격
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
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
가 원형리브로 구성된 원형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심판, 판결이력 : 2014당1715호, 2015허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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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어떤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
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
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제시5)하면
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
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
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6)을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자유
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을 비교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을 5개의
구성으로 특정하여 대비하였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고강도 패널의 네모서리를 지지하는
테두리부가 있고 그 테두리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테두리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 리브를 보강하기 위하여 그 테두리 리브 일측면은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테이퍼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①’이라 함), 그 테두리부로 둘
러쌓이는 패널 전체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강
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며(이하 ‘구성 ②’라 함), 그 다수
의 정방형 격자부 내부공간에는 높이가 주 보강리브보다 낮은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
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고(이하 ‘구성 ③’이라 함), 그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 바닥층에는 4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④’라 함), 그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4등분 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원형을 둘레로 하여 그
바닥면으로부터 소정 깊이 만큼 들어간 4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형홈의 원
형 둘레 바깥쪽에는 움푹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바닥면으로 구성(이하 '구성 ⑤'라
함)되어 있는 이중마루 고강도 바닥재 패널로 파악하였다.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을 특정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① 내지 ④는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구성 ⑤는 비교대상

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후190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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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7), 그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는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
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
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나머
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5. 22.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를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하는 경우에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허법원은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
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
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
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8)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확
인대상발명을 아래 표와 같이 대비하였다.

7) 심판원은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볼 때, 구성 ⑤가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 ․ 구획된 격자부의 바닥면에 4 개
의 원형홈을 형성하고 나머지 바닥면은 그대로 편평한 구성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3은 다수 개의 원형홈의
둘레에 원형리브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형홈이 아닌 바닥면에도 별도의 홈을 파낸 구성인 점에서 그 바닥면의
형상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편평한 바닥면에 단순히 홈을 파내어 원형홈을 형성한 것이고 비교대
상발명 3은 편평한 바닥면에 원형홈을 형성하고 그 둘레를 보강하기 위해 원형리브가 형성되도록 바닥면에
또 다른 홈을 형성한 구성이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3은 확인대상발명보다 더 진보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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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패널(30)의 테두리부(302)에 각각 형성된 테
두리 리브(316)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
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고강도 패널의 네모서리를 지지하는 테두리
부(302a)가 있고 그 테두리부를 구성하는 각
각의 테두리 리브(316a)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 리브(316a)를 보강하기 위하여 그
테두리 리브 일측면(316b)은 바닥면으로 갈
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테이퍼면
(316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2

상기 테두리부(302)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그 테두리부(302a)로 둘러쌓이는 패널 전체
주 보강리브(306)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306a)
정방형 격자부(304)가 형성되어지되
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강리브(306a)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가 형성되어지되, 그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 내부공간에는 높이
가 주 보강리브(306a)보다 낮은 보강리브
(306b)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
부(d, d1, d2, d3)가 형성되고

구성 3

그 격자부(304)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 그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307)가
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307)가 형성 형성되어 있으며
되어져 있으면서

구성 4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된 그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된 격자
격자부의 바닥층(310)에는 다수개의 원형홈 부(e, e1, e2, e3) 바닥층에는 4개의 원형홈
(308)이 형성되어
(308a)이 형성되어

구성 5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편심 하중 하측 하중과 편심하중을 경제적이면서도 효
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율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패널 전체 지지력
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을 강화한 고강도 패널

양 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테두리 리브(316), 주 보강리브
(306), 보조 보강리브(307), 원형홈(308)으로 구성된 고강도 패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
명인 테두리 리브(316a), 보강리브(306b), 보조 보강리브(307), 원형홈(308a)으로 구성
된 고강도 패널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주 보강리브
(306a)를 더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모두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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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관련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
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
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
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
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제1항의 고강도 패널 구성을 모두 그
대로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고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결 중 제1항 발명에 관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단계
대법원은 특허법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목
적을 살펴보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특
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특허법 제133
조)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
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
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公定力). 즉,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
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시9)하였고, 그 결과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10).
9)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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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1)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
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
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
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
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첫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실시
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
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자유실시기술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
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는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긍정하고 있다.
둘째,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
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
고 있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
건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1)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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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한 학설 및 법원의 판단기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일반론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에 대한 독점 ․ 배타적 권리로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지 그 침해와 관련
하여 우리나라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그리고 침해와 연관된 절차로서 일반법원
의 관할로 하고 있는 가처분, 본안소송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서 특허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등록된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 등 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실시자(침해 피의
자)는 권리대항으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항변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침해금지청구를 받은 실시자의 주요 방어수단은 그 실시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 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으로서, 특허심판원
을 통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발명을 무효시키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남용
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
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실시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수단 중의 하나이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거나 또
는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공유 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는 기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용되는 항변이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 판단까지 심
리 ․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면 확인대상발명과 등록권리를 대비할 필요없이 확인대상발명은 등록권리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원칙은 청구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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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
는 이유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침해를 부정할 수 있다. 자유
실시기술의 법리는 독일에서 출발하여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에 전파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자유실시기술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쟁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
이 없다. 그러나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며, 이와 관련된 논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문언침해時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12)
문언침해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주로 독일의 사
례를 근거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은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균등침해의 경우에만 이 항변을 인정한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가 Formstein 판례13)인데, 균등침해를 판단하는 장면에서 균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14).
독일에서 균등론에 적용되는 소극적 요건을 Formstein 테스트라고 지칭하고 그 테스
트는 확인대상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한다고 한다. 예
를 들어, 특허발명이 A+B+C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도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
진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말은 특허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이라는 법리
아래 전자를 판단하기 보다는 차라리 특허무효에 관해 후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실시자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
성과 동일하다면, 즉 문언침해 판단의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고
실시자는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2)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271.
13) BGH 29. 04. 1986. X ZR 28/85(Formstein).
14)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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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
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
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 사건 특허법원 판
결(2015허4019)의 법리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문언침해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15)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해당
특허출원 시점에서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만인공유의
재산(public domain)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균등침해 성립을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 취지는 애초에 공지기술에 해당하거나 그로부
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은 특허법 내에 명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발명자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특허법 제2조)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공중에게 알려져 있거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
는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거절된다(특허법 제29조). 이와 같이 특허출원
시 이미 공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특허법
의 기본 이념을 고려할 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해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문언
침해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 근거의 타당성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균등침해의 경우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
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
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6후
366)과 동일한 법리를 이루고 있다.

15) 김관식,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사법 41호(201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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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견해16)17)18)

(1)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타 절차에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주된
논거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타 절차에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자신의 실시형태가 자유실시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은 물론, 자유실시기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유실시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특허발명이 그 출
원 전의 공지기술과 동일하다거나 출원 전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서 표면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특허발명에 대해서 진보성 판단을 하는 셈이 되고,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진보성 판단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발명의 진보성의 유무에 대해 판단함
으로써 사실상 무효심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 제도의 무용
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이다.
결국,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권도 아닌 것이므로 기술의 진보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라는 명분과도 관련이 없게 되는
데도 진보성 판단을 하게 되고, 더욱이, 확인대상발명이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권과 대비
하지도 않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제도를
불신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 특허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불필요하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또다른 논거는 특허무효의 항변이 허용되
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6)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271.
17)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7권 제2호(2016), 323.
18)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7집(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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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는 점과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발명의 진
보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감안하면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는 여전히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균등이 주장된
경우에 균등론 적용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제4요건으로써 의의를 가진다는 견해이다. 또
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주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만 이 법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더불어, 이 견해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특허 선진국들이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반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한없이 인
용하는 것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이고, 특허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여 특허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마지막 논거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특
허권자에게 불리하여 특허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견해는, 특허
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
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
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게 된다.”고 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쉽
게 인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즉,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특허발명
의 진보성 판단에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권리
남용론을 적용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급심 법원
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용하는 판결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특허권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를 제기한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독일과 일본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하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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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 당사자 구조를 취하는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
리는 실시자(침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
허권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의해 확인대상발명의 동일 및 균등 범
위보다 넓은 진보하지 않은 범위까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특허권에 대한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특허권자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
한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라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견해19)

(1) 침해소송 절차에서도 특허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도
가능하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그 주된 논거는
침해소송 절차에서도 특허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도 가능하다
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의 주된 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것이 결국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특허권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이상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 타절차에서 당연 무효20)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21)에 기초하고 있으며, 삼권분립하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분배 및 행
정행위의 공정력에 기반한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도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이 존재하였고, 유명한 킬비 판
결을 통하여 특허무효의 항변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12. 1. 19. 선고
된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

19) 김관식,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사법 41호(2017), 333.
20)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
관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
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2802 판결)
2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18 _ 2018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
으로서,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
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입법목적
에도 배치된다.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
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
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불합
리한 고통과 손해를 줄 뿐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 견해
에 따르면, 침해소송 절차에서도 특허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2) 특허무효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별개의 것으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된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견해의 또다른 논거는, 특허무효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별개의 것으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기반
하고 있다. 과거에 특허무효의 주장이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허용되지 않던 때에 비하
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존재의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자유실시기
술 항변의 존재의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을 판단할 때, i)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대응되는 구성만으로 자유실시기
술 여부를 판단하는지(대응구성설), 아니면 ii)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로서 자유실시기
술 여부를 판단하는지(전체구성설)의 여부와 관련하여, 후자의 견해인 전체구성설을 지
지22)한 바 있고, 이로써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특허무효의 항변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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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무효의 사유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응되는 신규성, 진보성 흠결뿐만
아니라 기재불비, 산업상이용가능성 흠결, 불특허발명 등의 다양한 하자로 인하여 특허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제1항),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존재하더라도 특
허무효심판의 독자적인 의의가 인정된다.
한편,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청구범위에서 공지기술을 제외하여
해석하거나 실시예로 한정하는 등의 청구범위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i)종래에 소송절차에서 무효판단이 허용되
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던 해석론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는 점, ii)특허청구항의 한정해석을 금하는 대법원 판례와 저촉될 우려도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불허하는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특허무효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별개의 것으
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가 유효하다는 주장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견해의 마지막 논거는 특허권자 뿐만 아니
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유효하다는 주장
에 기반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
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는 실시자(침해 피의자)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며, 더불어 소송경제에도 부합된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을 배제하고 특허무효의 항변만을 인정한다면, 실시자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
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무효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일단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
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무효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청구를 하거나, 혹은 특
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이 아니라면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정이 허용되
면 적법한 정정의 효력은 출원시로 소급하므로, 정정이 확정되면 특허무효심판은 소급
적으로 정정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다사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우려가 크고, 특히 특허권자로부
터 권리대항을 받는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세효를 가지는 특허권의 무효
여부보다는, 자신이 실시하는 실시제품(또는 방법)의 허용 여부가 직접적이고 당면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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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침
해 피의자의 요구에 직접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의
항변만이 허용된다면, 실시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일일이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실시자에게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
면,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마

법원의 판단 규준 및 원칙

대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하여,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는 발명은 누군가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해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의
기본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침해의 종류가 문언침해인지 균등침해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허무효의 항변이 별도로 허용되므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일관되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특허무효의 항변과
구별하여 허용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체적으로 보면, 대세효를 가지는 특허무효
의 항변과 달리, 자신의 실시 발명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중의 기술영역에 해당
한다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그 법적 요건 및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있
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면 실시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의 항변은 허용하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실시자에게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 발
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
지고 있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판시하
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23)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자유실시기술의
23)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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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이 균등침해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6후366 판결)은 위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
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
히 한 판결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하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제적
추세 및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사
안에 대한 판례의 경향 및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가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및 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독 일

(1) 독일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연혁
독일은 “공유재산론”을 따르고 있고, 이는 공지기술이 본래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만인공유의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라는 이름 아래 사권의 일방적 실시
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을 가리킨다. 독일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특허 무효사건
은 독일연방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특허권 침해사건은 독일연방 주법원이 심리한다. 특
허권 침해소송의 피고가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 특허권 무효선고를 청구하면, 침해소송
을 심리하는 법원은 침해사건에 대한 심리를 중지하고 독일연방 특허법원의 특허 유효
성에 대한 심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또한, 침해사건의 실시자가 특허 무효선고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대상이 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침해로 피소된 행위
가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법체계에 의하면 특허권의 침해소송과 무효소송 양자를 분리해서
법원에 따라 사건의 관할범위를 달리하여 그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특허권 무효소송
을 독일연방 특허법원에 집중시킴으로써 특허권 유효성 판단의 기준을 통일시키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침해소송과 별도로 특허권의 무효소송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많은 경
우에 각각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사자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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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된다.
독일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관련된 연혁을 살펴보면, 1962. 3. 30. 뒤셀도르프 지
방 법원에서 특허발명이 불완전 혹은 균등한 형태로 이용될 때에는 실시발명이 기술 수
준에 의하여 완전히 예견되지 않고 암시되지도 않은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고려될 수 있
다고 판시하여, 불완전이용 또는 균등침해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가능함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 판결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인정한 최초의 독일법원의 사
례이다.24)
그 후, 1986년 Formstein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BGH)은 특허권자가 문언침해가
아닌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무효의 항변과 함께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
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2002년 3
월 12일 선고된 5건의 판결25)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Formstein 판결의 법리를 보완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을 판시하였다. 독일의 균등론 적용요건은 i) 효과의 동일성(제1요
건), ii)치환수단의 효과동일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제2요건), iii)특허청구범
위에 기초한 제2요건 판단(제3요건), iv)자유실시기술의 항변(제4요건)이 있다26). 상기
제1요건 내지 제3 요건은 균등침해 성립의 적극적 요건이며, 균등침해 성립을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는 Formstein 판결에서 정립된 소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존재한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출원일 당시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7). 독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
침해에서만 적용되고 문언침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28).

24) BGH vom13. Nov.1951, BGHZ 3, 365, GRUR 1952, 562.
25) BHG GRUR 2002, 515- Schneidmesser Ⅰ; BHG GRUR 2002, 519- Schneidmesser Ⅱ; BHG GRUR
2002, 523- Custodial Ⅰ; BHG GRUR 2002, 527- Custodial Ⅱ ; BHG GRUR 2002, 511- Plastic pipe.
26)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204-207면
27) Formstein(“Moulded Curbstone”)[1991] R.P.C. 597,599(Federal German Supreme Court 1986): If the
alleged infringement was known in the prior art or could be derived from it in a manner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n it would not fall within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28) Formstein 판결에서 파기환송의 이유는 항소심에서 제4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
지기술에 비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균등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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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관한 독일의 판례 및 특유점
독일연방대법원(BGH)은 1997. 4. 2. 선고 X ZR 74/94 판결을 통하여, “실시자의 실
시기술이 특허권자의 실용신안권을 동일한 형태로 실시(문언침해)하는 경우, 자유기술의
법리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29)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문제와 무효나 취소소송에서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서로 별개이므로,
침해소송 중에 균등한 것으로 주장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종래기술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
다.30) 따라서 독일의 법리에 따르자면, 특허권자는 먼저 실시자의 실시기술이 특허발명
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그렇다면 더 나아가 동일한 형태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동일한 형태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실시하고 있다면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특허침해소송31)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
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즉 i)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
예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기술로부터 자명한 기술임을 이유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
장할 수 있으나,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예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경
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부정된다. ii)실시예가 종래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한
기술인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특허발명에 대한 고려없이 종래 기술과 침해자의 실시예를 단순 비교하여 문언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자의 실시예가 종래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32). 따라서 독일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문언침해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또다른 논
거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존재는 정상적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침해를
이유로 피소된 자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무효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29) BGH 04. 02. 1997. X ZR 74/94.
30)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IT와 법 연구 7, 2013, 10면.
31) 독일의 경우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침해법원과 무효소송을 심판하는 연방특허법원이 이원화되어 있다. 침해법
원은 무효소송을 관할하는 연방특허법원(무효부)의 판결을 기다린 후에 판결한다. 침해법원은 해당 특허의 유
효성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의 특허무효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32) BGH 1999. 2. 27. X ZR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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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다. 만약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통해 침해 의혹을 벗어
난다면, 비록 침해로 피소된 자 본인은 구제를 받을지 몰라도, 수여되지 말았어야 했던
특허권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롭지
않다는 주장이다.

나

일 본

(1) 일본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연혁
일본에서는 킬비(キルビ) 사건의 판결 및 이에 따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신설33)하
기 이전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통하여 침해법원이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
무효임이 분명한 특허의 특허권자가 유효하게 등록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권리를
행사하는 불합리를 막으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존재하였다34).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구체적으로는 무효심판의 심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타당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권리남용을 근거로 하는 하나
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연혁을 살펴보면, 특허권침해소
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치36(れ)2662호 판결에서
“행정처분으로 특허권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은 특허청의 전속이며, 특허무효를 통상 법원
에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심판제도를 둔 취지가 손상되므로, 특허청이 부여
한 특허는 특허청의 심결로서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하는 것이고 통상
법원에서 그 특허의 당부 및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함
으로써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에 대해 부정설이 오랜 기간 채용된
바 있다.
그 후, 일본 최고재판소가 1998.2.24. 선고 平6才1083 판결(볼스프라인사건)에서 최
초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이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
성 중 침해대상제품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i)그 다른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ii)위 부분을 침해대상제품의 것으로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33)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
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4)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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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iii)치환하는 것이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침해 대상제품 등의 제조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iv)침해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해당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출원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v)침해대상제
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때에는, 침해대상제품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미국의 Graver Tanker 판결35)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균등여부의 판단 시점이 특허발명의 출원시가 아니고 침해시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볼스프라인 판결에서 i)~iii)은 적극적 요건이고, iv)와 v)는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소극적 요건이다. 볼스프라인 판결은 침해대상제품
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
부터 출원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을 균등침해 성립요건의 제4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균등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지기술 또는 그것으로부터 쉽게 추고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본래 공중의 영역에 있어야 할 기술에 독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36).
이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0. 4. 11. 킬비 판결37)에서 “본건 특허와 같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고 무효심판청구가 된 경우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경우에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음의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킬비판결은 “특허권은 무효심결의 확정까지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대세적으
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종래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변경하여, 침해
소송법원이 특허무효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개별의
권리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권리남용설을 채용하였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내린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항변에 대한 허용범위에 관한 대표 판례로서,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청구와 권리의 남용에 있어서 진보성
35) Graver Tank, 339 U.S. at 609, 70 S.Ct. 854
36) 일본 최고재판소 1998. 2. 24. 平6オ1083.
37) 本件特許のように, 特許に無效理由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で, 無效審判請求がされた場合には無效審決の確定に
より該當特許が無效とさることが確實に豫見される場合にも,その特許權に基づく差止め, 損害賠償等の請求が許
されると解することは, 次の諸点にかんがみ, 相當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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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가능성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소송법
원은 신규성 결여, 선원주의 위반 또는 진보성결여 등의 무효사유도 판단할 수 있게 되
었다.
종전의 일본 최고재판소는 무효판단 부정설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재판소나
하급심에서는 특허침해소송 법원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효사유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지기술을 권리범위로부터 제외하여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
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통하여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부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킬비판결에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점이
명백한 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침해소송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이론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
음을 명확히 하였다.
(2)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관한 일본의 판례 및 특유점
일본에서는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판
례와 더불어 반대하는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를 인정하는 것은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권을 무효인 것으로 취급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에 선 판결도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문언
침해와 균등침해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법리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일본 판례를
분석해 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관련되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눌 수 있다.
1) 긍정설
名古屋地判昭51.11.26 판결은 “출원당시 이미 공지되었던 기술은 누구든지 이것을 행
사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 우연히 특허를 받았다 해도 이것에 의해 특허권자 이외에
제3자가 이 기술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제3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피고방법이 본건 특허방법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도 없이 원
고의 본건 특허권에 입각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이 될 수 있어 허용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大阪地判昭45.4.17 판결은 “본 건 실용신안권은 그 고안이 어떠한 신규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출원시 공지공용의 기술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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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독점적 권리행사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단지 출
원시 공지·공용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상품을 타인이 제조· 판매하는 행
위에 대해 실용신안권자는 위의 기술이 자신이 권리를 가진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위의 제3자에 대해 금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제3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부정설
앞의 大阪地判昭45.4.17의 항소심인 大阪高判昭51.2.10 판결은 “본 건 실용신안은 앞
에서 인정한 대로 그 구성요건이 모두 출원당시 공지공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만인의 공유재산인 공지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이어야 한다는 공업소유
권리제도에 내재한 원리로부터, 소위 넓은 의미의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해
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의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하는 때는
결국 실용신안의 전부가 자유로운 실시에 맡겨지게 되어 실용신안권은 형해만 남고 내
용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에 귀착하여 사실상 실용신안권을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위의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만
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실
용신안권자에게 실시권능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공중의 이익, 산업의 발전에 반하는 것
이다. 따라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재판소로서는 실용신안을 유효로서 취급해야
하는 원칙, 즉 등록실용신안의 보호와 산업의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범위를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글자의 뜻대로의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가장 좁게 한정
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는 엄격히 기재된 실시 사례
와 일치하는 대상에 한정되며 균등물의 변환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장 좁게 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부정하고 한정해석설을 취했다.
또한 東京地判平2.11.28 판결은 “피고들이 위의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학문상 소
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라 불리는 것인데 만약 피고제품이 본건 발명의 특허출원 전
의 공지기술과 동일하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곧바로 본 건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미 이 점에
서 항변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을 긍정하는 때는 결국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권을 무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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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것에 귀착하는데 이와 같은 취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정법상의 근거도 없고
오히려 특허법이 예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판례의 반대론 논거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권을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찬성하는 판례 및 반대하는 판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를 인정하더라도,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의 경우에 각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관한 학설 논쟁도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
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균등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향후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에 대해서도 관심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다

미 국

(1) 미국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연혁
미국의 법원은 특허청구범위 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중시하면
서도 특허의 보호범위를 문언적 기재에만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보호가 형해
화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균등론을 발전시켜 특허권자를 보호하여 왔다. 미국에서
균등론은 1853년 Winans vs. Denmead 판결 이후 판례의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1870년 특허법 개정으로 주변한정주의가 도입되고, Graver Tank 판결에서
기능방법효과(function-way-result)의

3요소

동일성

테스트와

치환자명성(known

interchangeability)을 적용하면서 균등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정립된 바 있다. 이후
Warner-Junkinson 판결에서 균등 침해를 판단 할 때 FWR 테스트만이 아니라 비실질
적 차이 테스트를 도입하고 특허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출원경과 금반언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Festo 판결에서 출원경과 금반언에 있어서 균등배제추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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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언 원칙을 채택하면서 균등 적용에 대한 적용 요건을 정립해 나갔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3단계 테스트의 기계적인 적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서, 미국 의회는 특허법을 개정하고 제112조에서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따른 특허권은 청구항의 기재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균등물에 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정이 그게 해당되는
구조, 재료 혹은 작용 등에 대한 상술 없이 결합된 하나의 구성요소로 청구된 경우 그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설명된 해당구조, 재료 혹은 작동 및 그 균등물로 한정해서 해석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판례법에서 성문법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 사이의 비실질
적 차이(insubstantial differences)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비실질적 차이는 주로
기능방법효과(function-way-result) 테스트로 증명된다38). 그런데, 실시자는 본인의 제품
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균등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39).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균등론의 적용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문
언침해가 아니라는 선행 판단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문언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자유
실시기술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균등론 적용의 단계에서만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특유의 제도로서, 균등침해 판단에 있어서 균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방법
으로 가상청구항(hypothetical claim)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균등론에서 가상
청구항을 상정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심사를 통하여 얻을 수 없었던 권리범위까지 균등
의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40). 달리 말하면, 공중의 영
역에 있는 사항까지 균등의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공지
기술(공중의 영역)과 동일한 것에까지 균등의 범위가 확대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지기

38)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v. Saint-Gobain Ceramics & Plastics, 637 F.3d 1269, 1282(Fed.
Cir. 2011)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lthough 'not the prisoner of a formula,' Graver Tank, 339
U.S. at 609, 70 S.Ct. 854, typically involves application of the 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 usually via
the function-way-result test.").
39) DePuy Spine, Inc. v. Medtronic Sofamor Danek, Inc., 567 F.3d 1314, 1323 (Fed. Cir. 2009) ("bars a
patentee from asserting a scope of equivalency that would encompass, or ‘ensnare,’ the prior
art.").
40) International Visual Corp. v. Crown Metal Mfg. Co., Inc., 991 F.2d 768, 772 (Fed. Cir. 1993) ("It is
simply a way of expressing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 'that a patentee should not be able to obtain,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overage which he could not lawfully have obtained from the PTO
by literal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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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부터 자명한 것에도 균등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41). 그러므로, 미국에서 균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신규성 법리뿐만 아니라 진보성 법리까지 준용되고 있다.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에 진보성 법리를 준용하면서 그러한 점을 쉽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상청구항 이론이 제시되었다고 한다42).
미국의 경우, 문언침해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다43). 침해소송에서 공지기술의 항변을 허용하는 것은 실시자가 특허의 무효를 증명하
여야 하는 증명책임을 우회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44). 미국에서
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을 우월
의 증거로 증명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실시자가 명백한 증명책임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견지에서 미국은 문언침해 판단의 국면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는지의 판단은 무효의 판
단과 완전히 별개의 쟁점으로 본다45). 즉,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을 면하게 하기는 하나, 침해의 사실을 비침해의 사실로 변경하지는 않는 것
이다. 특허무효 여부와 권리속부 여부를 분리하는 이러한 태도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
인심판의 기능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41) Tate Access, 279 F.3d at 1367 ("With respect to literal infringement, cases [using the prior art to
restrict the scope of equivalence] are inapposit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xpands the reach of
claims beyond their literal language. That this expansion is guided and constrained by the prior art is
no surprise,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n equitable doctrine and it would not be equitable to
allow a patentee to claim a scope of equivalents encompassing material that had been previously
disclosed by someone else, or that would have been obvious in light of others' earlier disclosures.").
42) Wilson Spor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iates, 904 F.2d 677, 684 (Fed. Cir. 1990)
("Viewing the issue in this manner allows use of traditional patentability rules and permits a more
precise analysis than determining whether an accused product (which has no claim limitations on
which to focus) would have been obvious in view of the prior art.").
43) Ecolab, Inc. v. Paraclipse, Inc., 285 F.3d 1362, 1377 (Fed. Cir. 2002) (" 'practicing the prior art' is not
a defense to literal infringement"); Tate Access Floors, Inc., 279 F.3d 1357, 1365 (Fed. Cir. 2002)
("there is no ‘practicing the prior art’ defense to literal infringement."); Zenith Elec. Corp. v. PDI
Commc'n Sys., 522 F.3d 1348, 1363 (Fed. Cir. 2008) ("the defense of noninfringement cannot be
proved by comparing an accused product to the prior art.").
44) Tate Access Floors, Inc. v. Interface Architectural Resources, Inc., 279 F.3d 1357, 1372 (Fed. Cir.
2002).
45) Medtronic, Inc. v. Cardiac Pacemakers, Inc., 721 F.2d 1563, 1583 (Fed. Cir. 1983) ("Though an
invalid claim cannot give rise to liability for infringement, whether it is infringed is an entirely separate
question capable of determination without regard to its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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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지방법원이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함과 동시에 특허의 유효여부에 대한
다툼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의 피고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보편적이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특허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여 내리는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특허
권이 유효하거나 부분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비로소 이에 더 나아가 특허권
침해 문제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46)
그리고, 침해소송의 판결이유에서 판시된 특허의 무효판단에 관하여는 일정한 구속력
이 인정되어, 특허권자가 최초의 소송에서 절차상, 실체상, 증거상 적정한 기회를 가지
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그 후의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하
여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47) 법원은 위와 같은 소송계속 사
실 및 판결 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고, 특허청은 이를 특허원부에 첨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한다.48)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가 확인된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되더라도 제3
자는 특허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관한 미국의 판례 및 특유점
미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를 살펴보면, 균등침해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과 피
고 제품 사이의 비실질적 차이를 증명하면 되고, 비실질적 차이는 주로 기능방법효과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다. 또한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언침해에서 실시자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변을 인정하
지 않은 사례는 많다.49) 예를 들어, Tate Access v. Interface 사건에서 피고는 본인의
46) 미국 특허법 제282조("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은 유효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고, 침해소송의 피고는 항변을
통해 위와 같은 추정을 깨고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
47) Blonder-Tongue Laboratories, Inc. v. University of Illinois Foundation, 402 U.S. 313 (1971)("다만, 특허권
자가, 최초 소송의 절차적, 실질적, 증거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
하였다는 점(a fair opportunity procedurally, substantively and evidentially to pursue his claim the first
time)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김태현, 앞의 논문, 10면.
49) Koito Mfg. Co., Ltd. v. Turn-Key-Tech, LLC, 381 F.3d 1142, 1153 (Fed. Cir. 2004) ("[T]his court has
made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ing the prior art' defense to literal infringement. We therefore reject
Koito's evidence of anticipation with respect to the prior art automobile lenses.");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2011 WL 9738, *27 (Fed. Cir. 2011) ("[T]he proper frame-work for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is not for the accused to show that it is practicing the prior art, but to show that
every element of the patent claims reads on a single prior art reference."); Baxter Healthcare Corp. v.
Spectramed, Inc., 49 F.3d 1575, 1583(Fed. Ci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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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한 것이어서 원고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50)
또한, 최근 공개된 01 Communique Lab, Inc. v. Citrix Systems, Inc. 사건51)의 판
결문에서 특허침해 주장에 관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주요 분쟁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침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쟁사의 제품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거리가 너무나
도 근접하였기에 그 틈새에 끼어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특허권자는 딜레마
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i)실시자의 특허 침해 사실을 주장함과 아울러, ii)선행기술에
의해 자신의 특허권이 오히려 무효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항소법원은 피고가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을 운운하며 특
허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는데 즉, 특허의 비침해를 주장할
때는 “우리 제품은 특허의 모든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만 주장을 해야지
침해의 의심을 받는 제품과 선행기술을 비교하면서 “우리 제품은 특허에 선행하는 기
존 제품에 들어있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52) 다시 말해 특허 비침해 주장과 특허의 무효
성 주장은 엄연히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시
하였다.
미국은 같은 법원의 동일한 재판부가 특허권 침해분쟁과 특허권 유효성분쟁을 한꺼번
에 심리하므로, 특허의 유효성 판단과 특허권 침해판단을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고, 많
은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절약할 수 있어 당사자의 소송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변론할 때에 그 다투는 이유가 침해판단에 대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에게는 일종의
제약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전후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게
만든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미국의 모든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50) Tate Access, 279 F.3d at 1365.
51) No.17-1869(Fed. Cir. 2018)
52) Jihan joo, "선행기술을 활용한 특허 침해 방어(01 Communique Lab, Inc. v. Citrix Systems, Inc.)",
http://www.helloiplaw.com/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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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특허권을 수여하는 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 하나이
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수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법관이 매우 높은 수준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그들은 특허권 침해판단의 원칙을 숙
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 수여의 판단원칙도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법원에 따라
심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의 특
허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라

중 국

(1) 중국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연혁
중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 및 중국의 현행 사법재판제도에 의하면, 특허권의 무효선고
는 오직 특허복심위원회에 청구되어야 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내리는 무효선고 청구
심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특허권자나 무효선고의 청구인은 중국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중국의 특허심판 제도로 현재
우리의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유사한 복심청구제도와 무효심판제도만 있고, 우리의 권리
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한 제도는 없어서 특허침해소송 법원에서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해석한다.
중국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특허심
판원에 해당하는 중국 지식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에 별도의 무효선고를 청구하여야 한
다(중국 특허법 제45조).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응하는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이 가능한데(중국 특허
법 제62조), 특히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균등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이 허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 특허법 제62조】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침해로 피소된 자가 그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선행기술 또는 선
행설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거로써 증명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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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은, 중국 특허법 제22조53)에서 규율하고 있
는 사상, 즉 선행기술 또는 선행설계에 해당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공중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념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에서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
의 항변이 발전하게 된 연혁을 살펴보면,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제도를 수립하
는 과정에서 이 항변이 발전해 왔다는 견해54)가 있다. 이론적으로 부당하게 수여된 특
허권을 바로잡는 대표적인 방식은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특허무효는 상당한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므로 실무적으로 보면 무효청구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예컨데, 침해로 피소된 자가 분명히 선행기술 또는 선행설계를 실시하였다 하
더라도,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효선
고를 청구하고 소송에 휘말리어 오랜기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중국에서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이 도입되고 활용된 배경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큰 상황이었고, 결국 2008
년 중국 특허법 개정 시 새롭게 제62조로 신설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시자 입장에서
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을 통해 실시자는
확인대상발명이 선행기술 또는 선행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함으로써, 특허권의
유무효를 따질 필요 없이, 침해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게 되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조문의 연혁을 좀더 살펴보면, 과거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에 관한 법조
문이 없었을 때, 북경시고등법원에서「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
견」(약칭「의견 2001」)55)을 공포한 후 침해 소송의 심리에서 각지의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위의 「의견 2001」의 제100~103조를 참조하여 재판하고 있었지만,
「의견 2001」에 따라 심리하는 대신 문언침해까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인정
한 법원도 있었다고 한다.56) 2008년 중국 특허법 개정 전까지 균등침해가 성립하는 경
우에는 침해로 피소된 자의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53) 중국 특허법 제22조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 특허법 제29조에 대응되는 법조문이다.
54) 尹新天(허호신 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55) 2001年 北京市高等裁判所,「特許権侵害判断における若干の問題に関する意見」(略称「意見」2001).
56) 藤岡隆浩, "第12回中国における自由技術の抗弁(その2:改正についての推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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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문언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피소된 자의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허
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견해 차이는 2008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서 정리되었는데, 신설된 제62조는 균
등침해나 문언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법리
이기 때문이다. 본조 규정에 따라서 침해사건의 심리법원이 내리게 되는 결론은 침해로
피소된 자가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허의 유무효에 관해서
는 판단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인정여부는 그 근거가 된 특허
의 무효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다.
(2)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관한 중국의 판례 및 특유점
자유실시기술 법리와 관련된 중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고급인민법원 2007. 04. 29.
선고 (2007)高民终字第173号 사건이 있다. 2002. 11. 15.에 마취편(馬翠萍)은 국가지식
산권국에 중국 한약 육미지황 제제의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04. 10.
20. 발명특허(등록번호 제ZL02134100.1호)를 수여받았다. 그 후 특허권자가 강국충(康
國忠)으로 변경되었는데, 강국충은 아동생물제약 유한회사가 생산하고 판매한육미지황
캡슐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아동생물제약 유한회사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02년 10월 16일에
2002ZFB0227호 약품표준반포건을 반포하였는데, 그 중에 기록된 약품명칭이 육미지황
캡슐이었고, 아동생물제약 유한회사의 육미지황캡슐제품은 동 반포건에 근거하여 생산 ․
판매한 것으로 육미지황캡슐의 처방 및 제작방법은 공지기술이므로, 강국충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강국충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강국충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쟁점 및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약품표준반포건은 국가약품감독관리
국이 반포한 약품생산표준으로 전국제약회사 및 관련 부문이 생산, 경영 및 관리 등 과
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성 규범으로 반포 후 전국범위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본 사건의 쟁점은 ZFB0227호를 통해 반포한 육미지황캡슐의 처방 및 제작방법이 공지
기술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있다.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은, 중국 식약품관리감독국
2002ZFB0227호 약품 표준 발표문서가 2002. 10.16.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이 날로부터
상대적으로 본 사건 특허는 기존 공지기술이 되었으며, 아동공사가 기존 공지기술에 따
라 육미지황캡슐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결코 강국충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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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에서도 육미지황캡슐의 처방 및
제작방법은 2002. 10.16. 공개반포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ZFB0227호 약품표준반포건
에 의하여,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북경아동생물제약 유한회사가 당해 공지기술
에 따라 육미지황캡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강국충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
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를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지기술은 특허출
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출판물을 통해 공개 발표되거나, 국내에서 공개 사용 또는 기
타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하며, 종래기술 또는 선행기술이라고도 한다. 균
등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 객체가 자유기술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
고가 피소된 침해객체가 원고의 출원일 이전의 자유기술에 속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법원은 균등침해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피소된 침해 객체와
종래기술을 비교분석하여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지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균등성 범주의
특허침해를 공지기술 범위까지 확대할 수 없으며, 권리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되, 균등침해의 경우에 적용하고, 문언침
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은 중국 개정 특허법 제62조가 신설되기 전의 판결로서, 문언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에도 침해로 피소된 자의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시기의 판결이다.
또다른 판례로서, 중급인민법원 1995. 3. 24. 선고 (1993)中经知初字第807号 판결이
있다. 원고 이광은 1990. 11. 05.에 중국 전리국에 명칭이깃대인 실용신안특허를 출원
하였다. 국가전리기관(특허청)은 1991.08. 21. 이광에게 실용신안특허권을 수여하였으
며, 특허번호는 제90222928호이다. 피고(수강총회사)는 1993년 5월에 제7기 전국체육
대회 주회의장의 국기 및 회의깃발의 취풍장치를 연구제조하는 임무를 맡고깃발취풍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실시기술이 자유기술에 속하는지 여부이
다. 피고는 1987. 01. 14. 만료된 타인의 제85201537호송풍식 깃대에 관한 실용신안
특허의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송풍식 깃대의 실용신안특허는 이미 특허권 종료로 인해
공지기술이 되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이광이 특허기술에서 명확히 보호하는 범위
는 3개 공기실의 깃대이나, 송풍식 깃대의 실용신안특허기술의 설명서는 1987.01. 14.
이미 만료되었고, 이광이 특허기술을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공지기술이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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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수강총회사)의 실시는 자유실시기술의 실시에 해당하고,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판
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판례들은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긍정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피소된 확인대상발명이 출원일 이전의 자유기술임을 주장할
때에, 법원은 특허균등 침해를 판단하기 전에 피소된 침해객체와 공지기술을 비교분석
하여 그것이 공지기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보
고 만약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법리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정 특허법 제62조 신설 이후에
도, 2009년 반포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응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 제14조를 통하여 해당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응용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 제14조】
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함을 이유로 피소된 기술적 특징 전부가 하나의 선행실시기술 중
피소된 자가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선행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
여야 한다.
② 침해로 피소된 설계가 하나의 선행설계와 동일하거나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
은 침해로 피소된 자가 실시하는 설계가 특허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선행설계에 속하는 것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로 피소된 자가 자유기술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선
행기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행기술들을 조합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
는 없다. 위의 규정은 “실질적 차이가 없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침해로 피소된 기술과
선행 기술 사이에 허용되는 차이를 정의하였다.
위의 두 개의 조항에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소된 기술적 특징 전
부”라는 표현이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통해 중국의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는 침해로 피소된 실시기술을 하나의 선행기술과 비교할 때에 특허의 청구항
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참고하여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만
대비하여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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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별 판단기준 대비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판단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선,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유무효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무효절차에 관한 국가별 법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국가별 차이는, 특허권의 예측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안정성 관점과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유의 제도를 정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이 허용되
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국들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균등침해의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어떻
게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하기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언 침해의 경우에
는 국가별 판단기준이 상이하다. 우선 독일과 미국에서는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도
아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판결(2016후366)을 통하여 이러한 판단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중국의 경우
에는 특유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서 살펴본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
변(중국 특허법 제62조)이다.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을 통하여, 문언침해 및 균등
침해에 상관없이, 실시자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선
행기술은 1개로 대비되어야 하며, 복수를 조합하여 대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
하며, 전체구성설 하에서 선행기술의 조합이 가능한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이 가능하지만 대응구성설 하에서 1개의 선행기술만으로 구성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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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가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대비표를 살펴본 이후, 우리나라의 판례 분석 결과
와 함께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주요 국가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대비표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침해소송에서
유무효 판단가능 여부

X

○

○

X

○

“균등 침해” 시
자유실시기술 법리
허용 여부

○

○

○

○

○

△

○

○

*학설 및
판례의 대립

*선행기술
1개로 대비
*대응구성설

*선행기술
결합가능
*전체구성설

“문언 침해” 시
자유실시기술 법리
허용 여부

5

X

X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법리 및 분석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판단 원칙을 살
펴보기 위하여,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더불어, 본고를 통하여 수행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 관한 실증적 연구
를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사안에 대한 판례의 경향 및 법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판례 및 판단기준

(1) 침해소송에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발명에 특허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특허법 제133조), 심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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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심결전치주의)
규정되어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6항). 원칙적으로 특허무효의 주장은 특허심판원을 통
하여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자
의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항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종래의 견해로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청의 처분행위이고, 이러한 행정행위
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갖는 것
으로 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반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한 분배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
다. 그런데 2000년 일본의 킬비사건에서 특허권이 무효임이 명백한 것과 같이 일정
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무효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
진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더욱 견해가 양립하게 되었
고, 대법원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이 양립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2012. 1. 19.자로 선고된 2010다95390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진보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이러한 논란이 정리되었다. 2010다95390 판결에서는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
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여 특허무효에 관
한 일반원칙을 확인한 후, 나아가“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
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
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
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
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
으로 배치된다.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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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
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침해법원에서 진보성 결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근거가 권리남용이론에 의함을 명확하게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
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
여 침해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용이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진보성도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는 판결들이 있었고,
그 후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
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에 관한 판례만을 변경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판
례는 변경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
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게 된다.
2012후4162 판결에서는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
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
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
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면서,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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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
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
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
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
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특허는 특허의 외양을 하고 있을 뿐 무효사유가 있어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실체가 인정될 여지도 없어 애당초 그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상정할 수가 없다. 그러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거
쳐 무효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
게 되면, 특허등록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 없는 특허권을 마치
온전한 특허권인 양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권리범위는 인정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권리는 부정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고 하면서 반
대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고영한의 보충의견도 제시되었으며, “특허에 무효사유
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
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무효사유가 존재할 뿐 아직 무효로 되지 아니한 특허를 무효심결
이 확정되어 무효로 된 특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곧바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위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도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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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특허가 무
효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권리범위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
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목적을 가진 절차일 뿐 침해금
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거나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이 특허권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
범위확인심판이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 절차에서 특허의 무효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본
질에 맞지 않다. 나아가 특허법은 특허무효심판 제도와 별개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를 두고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권리
범위확인의 전제로서 항상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면, 이는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권리범
위확인심판의 적법 요건을 심사하는 전심절차로 취급하는 것과 같이 되어 이들을 별개
의 독립된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각각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 병존하고 있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 후 특허무효심
판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과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견해를 제시
하였다.
(3) 균등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서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2016후366 판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
이 없다. 그러나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며, 이와 관련된 논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
원은 2016후366 판결을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침해
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법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목
적을 살펴보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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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
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특허법 제
133조)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公定力). 즉, 특허발명의 보
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시57)하였고, 그 결과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58).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
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
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
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59)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
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
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
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고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9)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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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시기별 판례 분석을 통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고찰

(1) 권리범위확인사건 청구의 연도별 추이 분석
우선,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연도별 ‧ 권리별 청구 건수를 조사하였다. 2005~
2017년의 기간 동안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사건은 하기와
같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2005~2014년의 통계는 선행연구60)를 참고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심판원 통계 데이터는 실증적인 연구분석을 위하여 본고를 통하여 직접 수
행61)되었다.
(가) 특허심판원의 연도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추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구체적으로 문제
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
< 특허심판원의 연도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 >

60)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5).
61) 본 논문의 판례분석을 위하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심판결문 검색시스템(Judgment gyeolum Search System)
을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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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건수는 지난 1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438건
에 달하며, 그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84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55건이
해마다 청구되고 있다. 과거 2007, 2008년에 일시적으로 권리범위심판청구건수가 증가
한 바 있으나, 2005~2014년에 걸쳐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심판청구건수를 유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3년(2015~2017년)간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건수의 변화이다. 최근 3년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수가 두
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건수가
해당 기간 동안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과는 크게 대비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
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시할 예정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되고,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심판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의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
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해당 심판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
정에 있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
가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증가
하는 경향이 상당히 의미있다62)고 판단하게 되었고,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실
시기술의 법리와 연관하여 실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
렀다.
(나) 특허법원의 연도별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판결
다음으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판결을 연도별로 나누어 추세를 살펴보
았다. 특허와 관련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판결은 지난 13년간 평균적으
로 매년 115건에 달하며, 그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판결 59건,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 56건이 매년 평균적으로 판결되고 있다.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에서
판결되는 유형을 보면,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
62)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는
데, 향후 해당 청구건에 관한 심결 및 판결 추세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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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권
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63), 일반적으로 매년
100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특허법원의 연도별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 시, 권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
위가 문제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생긴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 제3자는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루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
어지며, 특허권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다툼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고려하여, 특허법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과정에서 선결문제인 특허침해여부
를 먼저 확정받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으로 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 및 그에 대한 불복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에 기속력(羈束力)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실무상 특허심판원과 특
허법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침해소송이 진행중인 일반법원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63) 특허법원에서 판시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은 해마다 판결 건수의 편차가 있으나, 이는 타 심판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판결 건수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
준의 판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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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기다
려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례들을 살
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자세히 분석함으
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의 권
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 237건을 심층분석 하였다.
(2)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판결 분석
특허법원의 판결 내용 분석을 위하여, 지난 9년간의 특허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의 심결취소소송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2009~2017년에 걸친 특허법원 판
례들을 검토하였고, 대상 판결은 813건에 달한다. 이중에서 2009~2014년에 해당되는
사건은 선행연구64)를 참고하였으며, 최근 3년(2015~2017년)의 판례들은 본고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최근 3년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 237건을
검토하였고, 적극적 사건과 소극적 사건을 구분하여 판단쟁점(권리귀속여부, 확인의 이
익, 확인대상발명 특정 등)을 분석하였으며, 더욱 세부적으로는 권리범위 귀속 혹은 불
속 판단 시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연
구분석하였다.

6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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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권리범위확인심판 판결쟁점 분석 >

특허법원에서 2009~2017년 기간(9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가 판단되어 그 결과 권리범위 ‘귀속’ 결론이 난 사건은
19.8%, 권리범위 ‘불속’ 결론이 난 사건은 59.3% 였고, 그 외에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 특정 등의 사유로 결론이 난 사건은 20.9%이다65). 좀더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비
교해 보면, 특허법원에서 2009~2014년 기간(6년)을 기준으로, 권리범위 ‘귀속’ 결론이
난 사건은

16.0%, 권리범위 ‘불속’ 결론이 난 사건은 63.9% 였고, 최근 3년

(2015~2017년)을 기준으로는 권리범위 ‘귀속’ 결론이 난 사건은

29.1%, 권리범위 ‘불

속’ 결론이 난 사건은 48.1%로 확인되어, 최근 3년간 권리범위 귀속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 이수완, "특허법원 10년간의 권리범위확인(특·실) 심판사건에 관한 판결의 통계적 분석", ｢특허법원 개원 10
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08. 이 논문에서, 1998~2007년 기간의 권리범위확인(특 ‧ 실) 사건 심결취소
소송(총 840건)에서 권리범위 귀속 판단 건은 16% (138건)이고, 불속 판단 건은 64% (532건)이며, 그 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와 같이 귀속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건은 20% (170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
으로 2005~14년 10년 기간의 통계와 비교하면, 그 통계결과가 상당부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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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귀속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2009~2017년 기간(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불속 결론율(59.3%)이 귀속 결론율(19.8%)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았다. 즉, 해
당 연구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813건 중에서, 총 643건이 권리범위 귀속/불속을 쟁점으
로 하여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 중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59.3%에 달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극적 사건에서의 불속율이 70.5%로서, 적극적 사건의 불
속율 50.0% 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
를 쟁점으로 결론이 난 643(161+482)건을 대상으로 하면, 권리범위 귀속 비율은
25.0%(161/643)이고, 불속 비율은 75.0%(482/643)에 이른다66).
아울러,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로 결론이 난 사건에서 심판종류별로 권리범위 불속
율을 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71.4% (222/31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 78.3%(260/332)로서, 소극적 사건에서의 불속율이 6.9% 더 높게 나타난
다. 소극적 사건에서 권리범위 불속 비율이 적극적 사건에서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소극적 사건에서는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실시했거나 실시하
고 있는 발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예정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도 심판청구가 가
능하고, 이를 통해 실시예정인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도록 회피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 등으로 권리범위 귀속 여부가 직접 판
단되지 않은 건은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그 중 ‘확인의 이익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
정’ 문제로 결론이 난 사건은 전체의 14.8%에 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극적 권리
범위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문제되는 비율이 4.8%에 불과
한 반면에, 적극적 권리범위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문제되
는 비율이 22.9%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 사건에서는 확
인대상발명이 원칙적으로 과거에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
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66) 이수완 논문에 의하면, 침해여부로 결론이 도출된 670건을 분석하면 침해로 판단된 비율은 21%이고, 비침해
로 판단된 비율은 79%에 이른다. 침해여부의 결론이 도출된 사건 중 21%만이 침해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할 확률이 21%를 의미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침해 여부가 확실한 경우에는
비권리자가 회피설계를 하여 권리범위를 벗어나거나 화해에 의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가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비율은
21%를 훨씬 상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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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쟁점 및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다음으로는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가 판결의 쟁점이 된 사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
석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권리범위 귀속/불속 판단 시에 자유실시기술
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본다.
(가) 권리범위 귀속, 불속 비율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2009~2017년 기간(9년)을 기준으로 살
펴보면, 확인의 이익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등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문언 ‧ 균등
침해 여부, 자유실시기술 여부, 무효사유 존재 여부 등에 기초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판결에서, 권리범위 귀속 결론율은 25.0%
(161/643)인 반면 불속 결론율은 75.0%(161/643)로서, 권리범위 불속 결론을 내린 판
결이 권리범위 귀속 판결을 내린 판결보다 3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권리범위 귀속/불속 비율의 시계열적 분석 >

시기별로 살펴보면, 특허법원에서 2009~2014년 기간(6년)을 기준으로, 권리범위 ‘귀
속’ 결론이 난 사건은

20.0% (92/460), 권리범위 ‘불속’ 결론이 난 사건은 80.0%

(368/460) 였고, 최근 3년(2015~2017년)을 기준으로는 권리범위 ‘귀속’ 결론이 난 사건
은

37.7% (69/183), 권리범위 ‘불속’ 결론이 난 사건은 62.3% (114/183)로 확인되어,

최근 3년간 권리범위 귀속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와

52 _ 2018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같은 경향에 대해서는 향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다투어진 사건을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심판 종류별로 권리범위 [귀속 : 불속]결론의 비율은, 적극적 권리범위 사건의 경우
[28.6% :71.4%],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 사건의 경우 [21.7% : 78.3%]로 나타난다. 즉,
심판 종류별 권리범위 귀속 판결율(=특허권자의 승소율)의 경우, 적극적 사건이 소극적
사건에 비하여 약 7%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소극적 사건에서는 제3자(실시자
또는 실시예정자)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특정한 발명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
적 사건에서 제3자가 권리범위 ‘불속’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권리범위 불속 결론의 판단 사유 분석
특허법원에서 2009~2017년 기간(9년)을 기준으로 특허 관련 권리범위확인의 심결취
소소송에서, 권리범위 ‘불속’으로 결론이 난 것은 총 482건이다. 그 중에서, 확인대상발
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대비에 의하여 문언침해 내지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은 278건으로 57.7%를 차지하며, 확
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된 건은 159건
(33.0%)에 이른다. 그 이외에 특허의 무효사유에 기초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은 45건으로 전체의 9.4%이다.
<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통한 시기별 불속 판단비율 >

지난 9년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을 살펴보면, 주로 구성대비를 통하여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자유실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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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변도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이는 실시자 입장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유
효하고 현실적인 항변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즉, 실시자 입장에서는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다투어진 사건
최근 3년(2015~2017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자유실
시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은 모두 61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23건
(37.7%)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검토한 후,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8건(62.3%)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검토하여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되었다.
< 2015~2017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대한 인정/불인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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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 경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또는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
용을 반대하거나 제약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함에 따라, 실
시자는 특허무효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특허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검토하여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권
리범위 귀속으로 판결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변론과정을 통하여 현출된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검토하
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가 유효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판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세효를 가지는 특허권의 무효 여부보다는, 자신이 실시하는
실시제품(또는 방법)의 허용 여부가 직접적이고 당면한 관심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고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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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원칙 및 특유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원칙은 하기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의 항변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두
번의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5390, 2012후4162)이 있었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관
련하여 중요한 판결(2016후366)이 판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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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원칙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서, “침해소송
에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발명에
특허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특허법 제133조), 원칙적으로 특허무효의 주장은 특허심판
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항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
었다. 종래에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청의 처분행위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
해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
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근거하여,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
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 19.자로 선고된 2010다95390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로 진보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단
을 하여 이러한 논란이 정리되었다. 2010다95390 판결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
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침해법원에서 진보성 결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
였다.
두 번째 원칙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용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진보성도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는 판결들이 있었고,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에 관한 판례만을 변경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판례는 변경하
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게 된다.
2012후4162 판결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
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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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또한,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
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세 번째 원칙은, 2016후36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서, “균등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서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가 균등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
나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
리며, 이와 관련된 논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후
366 판결을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서도 적용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
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
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
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방
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
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
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
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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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ASE별 법제도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무효
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시에
문헌의 조합이 가능하고, 대신 전체구성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후64 판결에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
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
였다. 이는 전체구성설의 입장을 취하는 판결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로서의 기술사상이 그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판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가 전체구성설을 지지하는 것은 향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기 때문에, 항변의 남용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시자에게
무효의 항변과 더불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기회도 보장하되, 전체구성설의 입장을 취
함으로써,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언침해 시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
은, 우리와 미묘하게 다른 판단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은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행문헌들의 조합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나의 선행문헌을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용할 때, 선행문헌들의 조합이 가능하
지만 전체구성설을 따르고, 중국은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을 할 때, 1개의 선행
문헌을 통하여 해야하며 대응구성설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실시자(침해 피의자)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
제도 중에서 어느쪽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까? 두 나라의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고유의
연혁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이다. 다만, 서로 다른 법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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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얻어지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두 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는, 특허발명이 구성요소 A, B, C로 이루어지고, 확인대상발명이 A, B, C, D,
E로 이루어진 경우(CASE 1)를 상정한다. 이 경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문헌 1(A,
B, C), 문헌 2(A, D, E)가 존재할 때, 실시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아
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ASE 1의 경우에는 전체구성설에 의하여 구성대
비를 하더라도(즉, A+B+C+D+E), 문헌 1과 문헌 2를 조합하면 전체구성이 대비가 된
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불어, CASE 1의 경우에는 중국의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도 가능하다. 즉, 대응
구성설에 의해 구성대비를 하면(즉, A+B+C), 문헌 1를 통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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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허발명이 구성요소 A, B, C로 이루어지고, 확인대상발명이 A, B, C, D,
E로 이루어지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문헌 1(A, B, D), 문헌 2(A, C, D, E)가 존
재하는 경우를 상정한다(CASE 2). 아래 표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CASE 2의 경우에는
전체구성설에 의하여 구성대비를 하더라도(즉, A+B+C+D+E), 문헌 1과 문헌 2를 조합
하면 전체구성이 대비가 된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CASE 2의 경우에는 중국의 선행기술 및 선행
설계의 항변이 불가능하다. 즉, 대응구성설에 의해 구성대비를 하면, 하나의 문헌을 통
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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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이 구성요소 A, B, C로 이루어지고, 확인대상발명이 A, B, C,
D, E로 이루어지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문헌 1(A, B, C)가 존재하고, 구성요소
D와 E는 문헌 1과 결합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를 상정한다(CASE 3). 아래 표에서 정
리된 것과 같이, CASE 3의 경우에는 전체구성설에 의할 경우에 구성대비가 되지 않는
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D와 E가 문헌 1과의 결합이 곤란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CASE 3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불
가능하다. 그러나, CASE 3의 경우에는 중국의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이 가능하
다. 즉, 대응구성설에 의해 구성대비를 하면, 하나의 문헌(문헌 1)을 통한 자유실시기술
의 항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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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대상 판결(2016후36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
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
단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
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
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
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자
유실시기술의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실시
자(침해 피의자)가 권리대항으로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항변이다. 이 경우, 실
시자의 주요 방어수단은 그 실시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으로서, 특
허심판원을 통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발명을 무효시키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특허권
의 남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특허침해소송
에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실시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
향은 본고를 통하여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에 구분없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특허법 내에 명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이념에 기반한다. 즉, 해당 특
허출원 시점에서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만인공유의
재산(public domain)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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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이미 공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특
허법의 기본 이념을 고려할 때,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해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특허무효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별개의 것으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
가 인정된다. 과거에 특허무효의 주장이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허용되지 않던 때에 비
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존재의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자유실시
기술 항변의 존재의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특허법원에서 수행된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37건의 판결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경향 및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는 매우 유효한 항변의 수단이 된다. 만약,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배제하고
특허무효의 항변만을 인정한다면, 실시자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특
허발명을 무효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시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일일
이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실시자에게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
다. 결국,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자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특허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는 실
시자(침해 피의자)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며, 더불어 소송경제에도
부합된다.
원칙적으로, 특허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어떻
게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최근 3년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 237건을 독자적으로 검토
하였고, 적극적 사건과 소극적 사건을 구분하여 판단쟁점(권리귀속여부,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발명 특정 등)을 분석하였으며, 더욱 세부적으로는 권리범위 귀속 혹은 불속
판단 시에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이는
실시자 입장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유효하고 현실적인 항변수단이라는 것을 입
증한다. 즉, 실시자 입장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
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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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
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2015~2017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자유실
시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은 모두 61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23건
(37.7%)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검토한 후,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8건(62.3%)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검토하여 권리범위
불속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 경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검토하여 권리범위 귀속/불속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
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범위 귀속으로 판결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변론과정을 통하
여 현출된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
로, 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검토하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해석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어 왔고, 각국 법
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판결을 선고해 왔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리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 함께 특허 5대 강국(IP 5)을 형성하
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판결은 우리나라 특허법 발전의 수준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대상 판결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실시기
술의 법리를 긍정하고 있으며, 이 법리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것으로, 균등 침해 뿐만 아니라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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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
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균등침해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확
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문언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대한 법리, 다
양한 항변에 대한 국내 대법원 판례 분석과 왜 항변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논쟁에는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논리가 침해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권
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요

약

우리나라와 소송구조가 유사한 독일, 중국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엄격
하게 적용하는 이유, 권리남용 항변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법원 간의 권
한분배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 시 주장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기존의 권리남용의 항변과 논리적으
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한 결과가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법리적으
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균등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 판단주체가 동일하고 이에 따라 무
효심판과 침해소송에서 요구되는 권한분배의 원칙에서 좀 더 유연하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권리범
위확인심판에서 실질적으로 무효여부를 판단하여 무효심판의 기능이 약화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필 요 성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론의 제한 요건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와 관계없이 주장되고 인정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처음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
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이 합리적인지와 그 합리성을 뒷받
침하는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
상판결의 논리가 침해소송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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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한 주요국의 판례, 법령을 검토하고 그 인정범
위를 국내 기준과 비교하였고, 국내에서 주장된 모든 항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독 창 성

파

급

효

과

대상판결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 특허청-법원의 권한분배 원칙에 대한 입
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판결이 갖는 위치와 타당성을 알아보
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논리가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
각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판례평석은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주장된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향후 침해소송에
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실무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여
향후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운영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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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균등론 제한요건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2) 주요국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요건 비교
5. 국내의 주요 항변에 대한 판례 분석
가. 항변의 유형별 구분
나. 항변 유형별 판례 분석
(1) 유형 Ⅰ(공지기술제외의 원칙)
(2) 유형 Ⅱ(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3) 유형 Ⅲ(권리남용의 항변)
(4) 유형 Ⅳ(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
(5) 유형 Ⅴ(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다. 검토
6. 대상판결의 검토
가. 항변에 대한 논쟁에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1) 논쟁에 대한 유형별 분류
(2) 세 가지 유형에서 대상판결의 위치와 의미
(3) 대상판결의 문제점
나. 국내의 특수한 소송체계에서의 대상판결 검토
(1) 침해소송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다. 제도적∙법리적 제언사항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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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허권은 확률적인 재산권(probabilistic property rights)이란 말이 있다.67) 특허권에
는 본질적으로 특허권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게68) 되
지만,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의 한계 등으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는 특허권의 실시 등에서 좀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은 특허권에 기하여 특허 침해 주
장을 하여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였지만 향후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그렇
다.69)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와 특허침해소송(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분리된 이중적 구조(bifurcated patent system)70)71)를 가지고 있다. 특허의 무효
여부는 일차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다투어야만 하고, 특허침해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72)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67)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ZEW, Discussion Paper No. 14-072,
(2014.09.), p. 2.
68) 특허법 제87조.
69)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앞의 논문, 3. 독
일의 경우, 2000년~2008년 동안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이 동시에 계류 중인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중
12%(142건)는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었지만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
70)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1, 218-242, 219 (2016) (독일, 중국, 일본도 특허무효와 특허침해를 담당하는 주체가 분리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되어 있고, 영국은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단일화
된 구조(non-bifurcated)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2012년
개정 특허법(AIA, 2012)으로 도입된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로 이중적 구조(bifurcated)의 모습도 보이
고 있다.).
71) 한편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처리하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일본과 같이 이
중적 구조도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과 유사한 단일 구조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2)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법원조직법 제28조의 4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일원화되었지만, 일차적인 판단은 특허무효에 대한
것은 행정부인 특허심판원에서 결정되며 특허침해소송은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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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
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73)
결국 특허권이 가지는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특허무효와 특허침해소송이 분리된 이중
적인 구조에 의해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무효심판이 아닌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과 이와 달
리 명백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는 특허의 외양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소송절차
에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은 특허청의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행정기
관과 사법기관의 권한 분배의 원칙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74)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
이 명확한 특허권에 기초하여, 타인 발명의 실시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심판절차를 강요하는 등 소송경제에 반하기에 항
변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75)
이러한 논쟁 속에서 대법원은 행정기관과 사법부의 권한 분배 원칙을 존중하면서 소
송경제와 권리행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
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항변을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발명의 신
규성이 부정될 경우 인정되는 공지기술제외의 원칙(공지기술의 항변), 특허발명의 진보
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권리남용의 항변과 확인대
상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균등침해를 제한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등이 있다. 이러한 항변의 인정범위는 신규성과 같은 명백한 사유에만 인정되다가 최근
73) 대법원 1962.11.1. 선고 62다404 판결, 대법원 1992.6.2. 선고 91마540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등.
74) 김관식,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식재산정책,
vol 11, (2012.06.), 1.
75)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 중,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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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진보성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원의 태도가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과 사
법부의 권한 분배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특허무효심판 절차 없이 다른 소송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해당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례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만을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후36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이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결론지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인정범위를 판
례, 법률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국내기준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자유실시기술
의 항변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하였던 여러 항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어
떠한 논리적 근거로 항변을 인정하고 부정하였는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항변에 대해서 분석하여 본다. 대상판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여러 항변에 대한
논쟁은 특허무효를 다른 절차에서 전제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러한 입장을 세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대상판결이 위치하는 유형과 그
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논리가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가

대상판결의 경위와 의미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해광은 특허 제649140호(2006.11.16.
등록) 고강도 패널(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한다)의 특허권자로, 주식회사 한성씨
알에스의 바닥재 고강도 패널(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한 사건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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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심결(판결)일

심결(판결) 내용

2014당1715

2015.05.22.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기각).

2015허4019

2016.01.15.

1.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제1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
하는 문언침해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지 못함(일
부기각).
2.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않음(일부인용).

2016후366

2017.11.14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문언침해에도 적용됨(파기환송)

2017허7760

2018.05.02.

원고(주식회사 해광)의 소취하로 소송종결

(1) 특허심판원 단계
특허권자 주식회사 해광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3
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2014.7.14.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
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는 확인대상발명은 공지기술77)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3항, 확인대상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3을 비교하
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A+B+C+D+E로 구성되어 있으
며 확인대상발명은 A+B+B1+C+D+D1+E, 비교대상발명 3은 A+B+C+D+E로 구성되어
있다.

76)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별도로 피청구인 주식회사 씨알에스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및 제3항의 무효를 주
장하는 무효심판도 진행되었다.
2014당2557

2015.5.22.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3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어
무효임(인용).

2015허4002

2016.1.15.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기각)

2016후274

2017.12.05 신규성 또는 진보성 법리에 오해가 없음(상고기각).

77) 피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공지기술로 비교대상발명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93385호), 비교대상발명
2(일본 특허공보 제2771384호) 및 비교대상발명 3(특허권자가 판매하는 클린룸용 ABH-602 바닥패널)을 제
출하였지만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발명 3으로만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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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A

구성 B

청구항 제1항

확인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 3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 지도록 일측
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고강도 패널의 네모서리를 지지하는 테
두리부(302a)가 있고 그 테두리부를 구
성하는 각각의 테두리 리브(316a)가 형
성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 리브(316a)를
보강하기 위하여 그 테두리 리브 일측
면(316b)은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
가 두꺼워지도록 테이퍼면(316b)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정방형의 테두리부에 2
개의 테두리 리브가 형
성되어 있고, 그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
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
도록 외측 테두리 리브
는 일측면이 경사진 면
으로 구성되고 내측 테
두리 리브는 양측면이
경사진 면

상기 테두리부의 내
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
방형 격자부가 형성
되어지되

그 테두리부(302a)로 둘러쌓이는 패널
전체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
브(306a)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강
리브(306a)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
방형 격자부(C, C1, C2, C3)가 형성되
어지되, 그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

테두리 리브의 내부공간
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
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
수 개의 정방형 격자부
가 형성

<구성 B1>
내부공간에는 높이가 주 보강리브(306a)
보다 낮은 보강리브(306b)에 의해 분리
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d, d1, d2,
d3)가 형성되고

구성 C

구성 D

그 격자부의 내부공
간에는 격자부의 내
부를 4등분하는 보
조 보강리브가 형성
되어져 있으면서

그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
(307)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방형 격자부의 내부를
다시 4등분하는 보조 보
강리브

상기 각 보조 보강
리브에 의해 4등분
된 격자부의 바닥층
에는 다수개의 원형
홈이 형성되어

그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e, e1, e2, e3) 바닥층에는 4개
의 원형홈(308a)이 형성되어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
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
닥층에는 둘레가 원형리
브로 구성된 다수 개의
원형홈이 형성

<구성 D1>
그 원형홈의 원형 둘레 바깥쪽에는 움
푹 들어기자 않고 남아 있는 바닥면
(310a)

구성 E

상부로 부터 가해지
는 수직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
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하측 하중과 편심하중을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패널 전체
지지력을 강화한 고강도 패널

바닥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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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피청구인이 주장한 확인대상발명은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5.22.에 기
각심결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A,B,C,E는 비교대상발명 3과 동일하
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D+D1은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 D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
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특허권자(주식회사 해광)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제3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며,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
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소를 특허법
원에 제기하였다.
(2) 특허법원 단계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A+B+C+D+E의 구성은 확인대상발명
의 A+B+C+D+E와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의 B1은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78)하여 확인대
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발
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고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항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79)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발명과 대비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
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시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가 상고하였다.
78)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D1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D 구성을 확인대
상발명 역시 포함하고 있는바, D1 역시 B1과 동일한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는 청구항 제3항의 '원형리브'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이 포함하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판결 하였다. 특허법원
이 청구항 제3항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균등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용하였는지는 판시사항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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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단계
대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문헌침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문언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
여 판시하였다. 먼저 대상판결은 특허법이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에 특
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3.20. 선
고 2012후4162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직
접 판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발명이 아닌 확
인대상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10.30. 선고 99후710 판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
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는 내용도 이러한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의미와 논의방향

대상판결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한 분배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하
지 않음으로써 특허등록과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
에, 공중의 영역에 있어야 할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비교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균등침해, 문헌침해
와 상관없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언침해 시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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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피청구인이 별도의 무효심판 청구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소송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 대상판결과 달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확
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문헌침해) 확인대상발명이 비교
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만을 주장하여야 하고, 특
허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국내에 균등론 법리가 도입되면서 그 범
위를 제한하기 위해 인정된 법리이다. 따라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에만 적
용되어야 하는 특허법원의 논리도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 이에 주요국이 균등론과 그
에 따른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검토하여 보고 대상판결처럼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을 문언침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국내환경을 고려
하여 검토하여 본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항변에 대한 논리를 검토한다. 대상판결 이전 항변
과 관련한 주요 판결에는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930 판결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지만 진보성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이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2010다95930 판결에 따라 침해소송에
서 피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다툴 수 있기에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이 주장된 경우 대상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2012후4162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상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2012후4162판결
과의 논리적 관계를 살펴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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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용어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또는 특허발명과 침
해제품을 비교하여 권리범위 속부 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경제와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론80)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항변 법리가 발전
하게 되었다. 크게 특허발명과 공지기술을 비교하는 법리와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제
품을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법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도록
한다.
특허발명을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허권
하자의 항변(무효의 항변)』이 있고,81) 이러한 무효의 항변의 하나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에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특허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 『공지기술제외의 원칙』이 있다.82) 다음으로 침해소송에서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남용의 항변』이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제품을 공지기술과 비
교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 있다.

4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와 인정범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균등론의 제한을 위하여 도입된 이론이다. 특허법은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83)라고 규정하
고 있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해 특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
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침해(문언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특허출원
80) 일정한 조건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비교 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의 비교 없이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1) 임병웅, 理智 특허법(1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833.
82) 위의 책, 82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장하는 무효의 항변은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
83) 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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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장래의 모든 침해태양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
고84) 사소한 기술적 변경 등으로 특허발명을 모방한 경우에 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특허발명의 보호는 유명무실해져 특허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균등론 법리이다.85) 균등론은 발명의 보호범위가
문언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 뿐 아니라, 합리적인 균등물의 범위까지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허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되어 오면서 확
립된 이론이다.86) 하지만 균등범위가 확대 될수록 특허발명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
을 지라도 공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 제품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이다. 특허출원 시 공지기
술이어서 특허 받을 수 없었던 영역을 균등론의 적용을 통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 포
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87) 이에 우리나라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가
상청구항의 법리와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검토하고, 소송체계가 유사한 독일, 중
국의 법리와 단일소송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를 검토하여 본다.

가

미국의 가상청구항 법리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 균등론과 가상청구항의 법리
미국의 균등론(the doctrine of equivalents)에 대한 최초의 판결은 1853년 Winans v.
Denmead88) 판결이다. 이후 Graver Tank89) 판결에서 기능(Function)-방법(Way)-결과
(Result)의 3요소 동일성 테스트라는 구체적인 요건이 도입된 이후, Warner-Jenkinso
n90) 판결과 Festo91) 판결 등을 통해 균등론 적용요건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균등론의 제한 법리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가상청구항의 법리(hypothetical claim
analysis)이다.
84)
85)
86)
87)
88)
89)
90)
91)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3.
위의 책, 61.
박주현, 김원준, "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법학논총 제36집 제2호, (2016.06.), 477.
김동준, 앞의 책, 102.
Winans v. Denmead, 56 U.S. 330 (1853).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 (1950).
Warner-Jenkinson Company, Inc.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535 U.S. 7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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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청구항의 법리는 Wilson Sporting Goods92) 판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법리로,
균등론을 적용함에 있어 특허침해자(the accused infringer)가 자유실시기술(practicing
prior art)을 실시하여 특허침해 제품이 공중의 영역(the public domain)에 있는 기술
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특허침해자에게 특허 침해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적용하는 절차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a1)과 이와 균등관계에 있는 침해제품
의 구성요소(a2)를 모두 포함하는 가상의 구성요소(A⊃a1, a2)로 기존 청구항의 청구범
위를 확장하여 재작성 한다. 이렇게 수정된 청구항을 가상청구항(hypothetical claim)이
라 한다. 다음으로 가상청구항을 소송에서 제출된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진보
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고, 만약 가상청구항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면 침해제품은 균등범
위에 포함되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상청구항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
정되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공지기술이 균등론의 제한 요건이 되어 특허권자
는 침해제품에 대하여 균등론을 주장할 수 없다.93) 이러한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특허발
명의 무효여부를 입증하는 부담 없이,94) 또한 문언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침해제품을 공
지기술을 비교하는 어려움 없이 청구항 형식의 가상청구항을 설정하여 통상적인 신규
성, 진보성 판단으로 균등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5)
(2)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인정 여부
미국은 침해소송에서 직접적으로 특허발명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96) 이러한 소송
체계에서 균등침해를 위한 가상청구항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가상청구항
을 가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침해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
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practicing prior art)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미국 법원은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Tate
Access Floors97)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먼저 입증책임의 부담
이 경감되기 때문에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허의
92) Wilson Spro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iates, 904 F. 2d 677 (Fed. Cir. 1990).
93) Janice M. Mueller. 『PATENT LAW(4th)』, Wolters Kluwer Law&Business, (2013), 494-495.
94) Norman Siebrasse, "Sufficient Description : Gillette Defence Applied", http://www.sufficientdescription.com/
2018/03/gillette-defence-not-really-applied.html, (2018.03.), 1.
95) Alan Wang, “Infringement under Doctrine of Equvalents Remains Difficult to Win”, Patent Law
Reivew, https://blogs.haynesboone.com/2017/10/09/jang-v-boston-scientific/, (2017.10.)
96) 김동준, 앞의 책, 372.
97) Tate Access Floors Inc v. Interface Architectural Resources Inc., 279 F.3d, 1357 (Fed.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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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할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하지만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문언침해에서 자유
실시기술의 법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로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98) 다음으로 공지기술의 존재와 특허 청구항의
관계는 무효와 관련된 것이지 침해제품의 특허권 침해여부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한다.99) 미국은 침해소송에서 직접적으로 특허발명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침해
여부와 무효여부는 엄격히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제품이 공지기술로부
터 예견되거나 자명하다는 판단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별
도의 무효주장이 없다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100)
(3) 시사점
미국의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일본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인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도입
에 영향을 미쳤으며101) 이후 일본의 법리가 우리나라에 거의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
러한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검토함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있다.
98)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 (2015.09.), 281. 부연하면 균등침해에서 적용되는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일반적인 심사절차와 유사하
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로만 입증하
면 되지만, 등록청구항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가정(presumption of validity)되기 때문에 이보다 입증책임이
강화된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여야 한다.
99) Tate Access Floors Inc, 279 F.3d, at 1367 ("Our law requires patent challengers to prove invalidity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Where an accused infringer is clearly practicing only that which
was in the prior art, and nothing more, and the patentee's proffered construction reads on the
accused device, meeting this burden of proof should not prove difficult. Nevertheless, accused
infringers are not free to flout the requirement of proving invalidity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y asserting a 'practicing prior art' defense to literal infringement under the less stringent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Moreover, as in the doctrine of equivalents-ensnarement
cases, in the "construction to preserve validity" cases, the fact that the patentee happens to be
practicing the prior art is irrelevant; it is the presence of the prior ar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claim
language that matters for invalidity.).
100) 정차호, 앞의 논문. 282.; Medtronic, Inc. v. Cardiac Pacemakers, Inc., 721 F.2d 1563, 1583 (Fed. Cir.
1983) ("Though an invalid claim cannot give rise to liability for infringement, whether it is infringed is
an entirely separate question capable of determination without regard to its validity." ; Robert A.
Matthews, Jr., § 11:10 ("The Federal Circuit has explained that whether or not an accused device
anticipates or is obvious in view of the prior art has no bearing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at
device infringes a claim.).
101) 김동준, 앞의 책,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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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미국이 처음 가상청구항 법리를 도입할 시점의 논거이다. Wilson 판결에서는
공지기술(the prior art)이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발
명 이전에 공중영역에 있는 제품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102) 특허청의 최
초 심사단계에서 특허 받을 수 없는 범위까지 균등론의 범위가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균등수단인 구성이 이미 공지기술인 경우 최
초 심사단계에서 상기 구성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였다면 특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까지 균등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지∙공
용의 경우에까지 독점적 ․ 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근거
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A+B+C의 특허발명과 이와 균등관계에 있는 침
해제품 A+B+C’, 공지기술로 A+B+D를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
해제품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이유
는 특허발명 출원 시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던 기술에 까지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A+B+C의 균등관계에 있는 C’가 공지기술과 비
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면 이는 애초에 A+B+C’를 문언적으로 기재하여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청의 심사에서 등록받지 못할 발명이기에 A+B+C의 균등범위가 A+B+C’까지 확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국내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도입에 영향을 주었고103)
국내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
이다. 가상청구항 법리가 문언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침해제품을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104)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
는 가상청구항을 작성하여 침해제품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측
102) 왜냐하면 향후 침해로 주장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특허발명의 출원 시 공중의 영역에 있던 것이 아닌 그 이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Wilson Sproting Goods Co., 904 F. 2d, at 684 ("This distinction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I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does not involve expanding the claims, why should the prior art be a
limitation on the range of permissible equivalents? It is not because we construe claims narrowly if
necessary to sustain their validity. E.g., Lewmar Marine, Inc. v. Barient, Inc., 827 F.2d 744, 749, 3
USPQ2d 1766, 1770 (Fed.Cir.1987). As we have sai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does not involve
expansion of the claims. Nor is it because to hold otherwise would allow the patentee to preempt a
product that was in the public domain prior to the invention. The accused products here, as in
most infringement cases, were never "in the public domain." They were developed long after the
invention and differ in several respects from the prior art.").
103) 김동준, 앞의 책, 187.
104) Janice M. Mueller, 앞의 책,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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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그렇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소송체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미국의 소송체계
는 한 소송에서 침해와 무효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지만 침해여부와 무효여부는 엄격
히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과 균등침해를 부정하는
입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반면,105) 우리나라는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분리되어 있
지만 무효소송에서의 무효여부의 판단기준과 침해소송에서의 무효요건의 판단기준이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가상청구항의 법리가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할지라도 그 도입논거가 다르고 이를 처리하는 소
송구조도 전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가상청구항의 법리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이 문언침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을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
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

(1)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일본의 균등론은 1998년(평성 10년) 볼스플라인 최고재 판결106)에서 적용요건이 확
립되었다. 최고재판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상제품이 다른 균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①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②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③ 이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시점에 있어도 용이하게 상도할 수 있어야 하며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
의 특허출원 시에 있어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것으로부터 용이하게
추고할 수 없는 것이며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 있어서 특허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대상제품
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 하여 균등론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
하였다.107)

105)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patentschool?Redirect=Log&logNo=220763533446 Inter Partes
Review (IPR)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Cuozzo v. Lee (2016)
106) 最高裁 1998.2.24. 宣告 平成6 1083호 判決.
107) 김동준, 앞의 책,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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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균등론의 소극적인 요건으로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도입되었고,108)
이는 미국의 Wilson Sporting Goods 판결의 가상청구항 법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
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상청구항의 법리와 같이 특허발명을 포함한 가상 청구항의 신
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당시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무효를 판단하는 것에 부정
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대상제품으로만 한정하여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법리로
도입되었다고 한다.109) 현재 일본은 학설상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문언침해와 균
등침해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10).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은 후(2000년) 그 실효성에 대해
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
(2)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의 항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이 분리된 구조로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었다.111) 이러한
논쟁 속에 2000년 킬비(Kilby) 판결112)에서 최고재판소는 ‘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고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이 확실하게 예견된 경우’에 이러한 특허권에 기반한 권리행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소송
에서 법원이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특허법 제104조3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113)
108)
109)
110)
111)

김동준, 앞의 책, 187.
김동준, 앞의 책. 187.
김동준, 앞의 책. 370.
김관식,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식재산정책,
vol 11, (2012.06.), 118.
112) 最高裁 2000.4.11. 宣告 平成12 364호 判決.
113)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 3(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第百四条の三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当該特許が特許無?審判により無効にされるべ
き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相手方に対し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Article 104-3 (1) Where,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the said patent is recognized as one that should be invalidated by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he rights of the patentee or exclusive licensee may not be exercised against the
advers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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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일본은 균등침해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여 균등범위를 제한하다가, 킬비
판결을 계기로 특허법을 개정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로 전환하였다. 즉 입법에 의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기 보다는 공지기술과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진보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특허권자와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였
다.114) 실시제품에 다수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모든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
구하거나 침해소송에서 각각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보다 자
신의 실시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용이하다는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
서 여전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115) 일본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 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로 제한되어야
되는지, 문언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송구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도입과 이후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된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된 이후 우리나
라도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소송구조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 심리를 부당히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２前項の規定による攻撃又は防御の方法については、これが審理を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提出され
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却下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Where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materials used for an allegation or defens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re submitted for the purpose of unreasonably delaying the proceedings, the court may, upon
a motion or ex officio, render a ruling to the effect that the allegation or the defense is to be dismissed.
114) 신용교, 앞의 논문, 40.
115) 김관식,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여부", 특허판례연구 제3판,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2017),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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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의 Formstein 항변과 영국의 Gillette 항변

(1) 독일의 Formstein 항변
독일의 균등론은 1986년 Formstein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 판결116)
에서 처음으로 성립요건이117) 명시되었다. 균등론은 문언적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 재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러한 균등론의 제한법리로
Formstein 판결에서 인정된 것이 ‘Formstein defence(이하 Formstein 항변이라 함)’이
다.118) 독일의 소송구조상119) 침해소송의 피고는 소송절차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지만,120) Formstein 항변에 의해 침해소송에
서 피고는 침해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균등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 원칙
을 유지하기 위하여 Formstein 항변은 균등침해에만 적용되고 문언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ormstein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특허청의
특허등록결정 여부가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21) 이러한 Formstein
116) BGH, GRUR 1986, 803- X ZR 28/35, Formstein
117) 박세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 (2017) 37
("그 요건은 ① 변경된 실시예(modified embodiment)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갖는 수단에 의
해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지 여부, ② 우선일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자신의 지식에 기초
하여 변경된 수단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알수 있는 지 여부이다.").
118) EPO, "Patent Litigation", https://e-courses.epo.org/wbts_int/litigation/Defences.pdf. pp. 13-14.
119)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앞의 논문, 6-7.; 독일은 특허무효와
침해소송이 분리된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다(bifurcated system). 독일의 침해소송 1심은 지방법원
(Landgerichte – LG)에서 담당하며(3명의 판사가 담당하며, 기술적 전문성이 높지 않음), 항소심은 지방고등
법원(a higer regional court, Oberlandesgericht - OLG)에 담당하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BGH)
에 상고할 수 있다.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 DPMA)의 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은 특허청 Opposition Division을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Bundespatentgericht – BPatG)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원이 담당한다. 특이한 점은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은 3명의 법률 전문성이 높은 판사로만 구성된 반면,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연
방특허법원은 2명의 법률 전문성이 높은 판사와 기술전문성이 높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120) 무효소송에 기반하여 침해소송의 중지요청을 청구할 수 있다.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op. cit., at 8-9.
121) EPO, "Patent Litigation”, https://e-courses.epo.org/wbts_int/litigation/Defences.pdf. p. 13 ("The "Formstein"
defence is limited to infringement proceedings where the alleged infringement is based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is is because, were it to extend to literal infringement, the court would be
asked – as is impermissible in infringement proceedings – to hear on whether the 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DPMA"), the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was correct to grant the patent
in the first place. If the court is asked to consider a claim under equivalence, however, then it is
determining the case on a matter of law, and not on what the DPMA h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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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논리적 근거는 애초에 특허심사절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을 균등수단까지
문언적으로 기재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
국의 가상청구항 법리와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2) 영국의 Gillette 항변
영국의 ‘Gillette defence(이하 Gillette 항변이라)’는 1913년 Gillette Safety Razor 판
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122) Gillette 특허의 주요 특징은 플렉서블한 면도날이 곡
선의 홀더에 의해 결합되는 것이다.123) Gillette는 피고 Anglo-American Trading의 면
도기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Gillette 특허의 면도날은 곡선형
(curved blade)이고 피고의 제품은 평평한 면도날(flat balde)이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침해제품은 Gillette의 특허 이전에 이미 공지된 미국
특허발명과 유사하며 피고 제품의 면도날이 미국 특허발명의 면도날보다 좀 더 얇다는
차이밖에 없기에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124) 이러한 피고의 특허침해 제품이
특허발명 이전의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자명한 경우에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
여 인정된 것이 Gillette 항변이다.
Gillette 항변의 인정근거에 대해 법원은 소송경제와 잠재적 실시자의 보호라고 하였
다. 영국은 침해판단과 무효판단을 단일 소송(non-bifurcated system)125)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Gillette 항변 이전에는 법원은 특허발명, 특허침해제품, 공지기술에
대하여 먼저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을 비교하여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하
는지를 판단하고 특허발명과 공지기술을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Gillette 항변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비교 없이 직접적으로 침해 제품을 공지기술
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비용, 시간 측면 등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126) 다
122) Gillette Safety Razor v. Anglo-American Trading, (1913) 30 R.P.C, 465.
123) EPO, "Patent Litigation", 앞의 논문, 13 ("The main feature was that a thin flexible razor blade was
fastened in a curved holder by the handle.").
124) 위의 논문, 14.
125) 영국은 소송금액에 따라 IPEC(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또는 the Patent Court에서 특허사건
을 담당하는데 두 법원 모두 기술 전문성이 높은 1명의 판사가 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대한 항소는 the
Court of Appeal(CA)에서 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 연방대법원(the Suprem Court, the House of Lords)을
올라간다.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1, 218-242, (2016), 222.
126) EPO, "Patent Litigation", 앞의 논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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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잠재적 실시자의 보호 측면이다. 잠재적 실시자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관
련된 모든 특허발명의 무효여부, 권리범위 등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잠재
적 실시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 공지기술에 약간의 변형(nonpatentable variation)
인지 정도만을 판단하고 제품을 개발하면 향후 침해소송에서 Gillette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127)
(3) 시사점
독일의 Formstein 항변은 특허청-법원 간의 권한분배 원칙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있
다. 독일의 무효법원은 5인의 판사(3명은 technically trained된 판사로 구성)가 사건을
심리하며, 침해법원은 3인의 판사(기술적 전문성이 거의 없음, rarely have any
technical training)가 사건을 심리하여 무효여부를 침해보다 기술적으로 높은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특허무효와 특허침해를 같은 법원조직에서 판단하고 있음에도 독일이
문언침해에서 Formstein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 원칙을
존중하여 특허청이 결정한 등록특허의 무효여부를 침해법원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일소송 체제여서 침해와 무효를 같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미국도 무효의 증
명책임을 좀 더 높게 보아 가상청구항의 법리를 균등침해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다. 독일과 미국의 이러한 모습을 고려하여 볼 때, 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의 이유로 권리
남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적절한지와 대상판결의 논리가 침해소
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국과 같이 단일소송에서는 공지기술과 침해제품이 동일하거나 자명한 경
우(obvious), 특허발명이 무효이거나 침해가 아니라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다.128) Gillette 사건처럼 특허침해 제품이 공지기술로 예견될 경우(anticipated), 특허발
명의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Gillette 특허의 둥근 면도날 구성이 평평한 면도날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Gillette의 특허발명은 공지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이고, 특
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둥근 면도날 구성이 평평한 면도날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129) 이러한 영국의 Gillette 항변

127) Norman Siebrasse, 앞의 논문, 1.
128) 위의 논문, 1.
129) EPO, "Patent Litigation", 앞의 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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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판단주체가 동일하여 단일소송 구조와 유사한 국내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
판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중국의 현유기술의 항변130)

(1) 2008년 개정 특허법 이전의 현유기술의 항변
중국의 특허무효절차는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의 특허복심위원회(특허심판원)에서 결
정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에 항
소131)할 수 있는 반면 침해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인 인민법원에 제기하는 이중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132)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침해소송을 지
연시키기 위해133)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13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
간의 문제해석의 제9조에서 현유기술의 항변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135) 즉,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볼 때 피고의 기술이 공지의 영역에 알려진 기술로 보기에 충분
한 경우 침해자의 무효심판 청구와 상관없이 침해소송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
다.136) 최초로 도입된 현유기술(現有技術)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특허청
130) 현유기술의 항변은 우리나라의 공지기술의 항변(공지기술제외의 원칙)과 신규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유
사하지만, 공지기술과 대비되는 대상이 특허발명(공지기술의 항변)과 침해제품(현유기술의 항변)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직기술의 항변과 구분하고, 자유기술의 항변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하 현유기술의 항변으로 지칭한다.
이기성, 김수진, 『중국 특헙법』, 세창출판사, (2014) 334., 중국의 원문은 현유(現有)기술로 기재되어 있으
며, 이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국 특허법 제22조제5항의 ‘현유기술’과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선행기술 또는 공지기술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31) 이기성, 김수진, 앞의 책, 335.
132) VIP 리포트,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6-18, 통권 656호, (2016. 05.), 4.
133) 중국은 침해소송 중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尹
新天 저, 허호신 역, 중국 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848.
134) 尹新天 저, 허호신 역, 위의 책, 846.
135) 이기성, 김수진, 앞의 책, 335.
136)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to
the Trial of Patent Dispute Cases, Adopted on 19 June 2001 at the 1180th Meeting of th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2001. Article 9.
(Article 9) Where the defendant files a request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right when making its or
his defence in the case received by the people's court of dispute as arising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right for utility model or design, the people's court shall suspend the legal proceedings.
However,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legal proceedings may not be
suspended: (2) where the defendant's evidence is sufficient to prove that its or his used technology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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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원의 권한분배 원칙에 따라 균등침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규성과 진보성의
어느 영역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137)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2008년 제
3차 특허법 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2) 2008년 개정 특허법 제62조의 현유기술의 항변
2008년 제3차 특허법 개정에서 제62조를 신설하여, “특허권의 침해 분쟁에서 피소된
침해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디자인이 공지기술인 것을 증명하면 특허권의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8)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 공포된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
간의 문제해석(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Issues Con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Disputes ove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제14조에서 개정 특허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
허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침해자(alleged infringer)가 실시하는 기술적 특징이 하나
의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기술이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공지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139) 이
에 따라 현재 중국의 현유기술의 항변은 하나의 공지기술과140)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 적용되며, 문헌침해와 균등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141)142)

137) 尹新天 저, 허호신 역, 앞의 책, 855.
138) 중국 특허청, http://english.sipo.gov.cn/laws/lawsregulations/201101/t20110119_566244.html. "Article 62
In a patent infringement dispute, if the accused infringer has evidence to prove that the technology
or design exploited is an existing technology or design, the exploitation shall not constitute a patent
right infringement."
139)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Disputes ove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dopted at the 1480th meeting of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21 December 2009. Article 14.
140) 이기성, 김수진, 앞의 책, 337.
141) 尹新天 저, 허호신 역, 앞의 책. 879.
142) Annie Tsoi, "The application of the prior art defence in China", NiuYie, 2017.07 ("This issue was
addressed by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veral Issues Relating to Sufficient Utilisation
of IP Adjudication to Foster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Socialist culture and to promote
autonomous and Coordinated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nfirmed that the prior art defence
should be applicable in cases of identical(literal) infringement as well as infringement by way of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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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중국의 현유기술의 항변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도입된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균등론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도입된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현
유기술의 항변은 침해제품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동일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점에서 진보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유기술 항변의 도입배경과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법원이 특허심판원
의 특허무효 여부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
다. 중국은 침해소송 중 특허침해자인 피고가 답변서 기간 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을 중지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권한분배의 원칙을 엄격히 지
키고 있다. 또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현유기술의 항변이 주장될 경우 침해소송을 중지하
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요건을 단일의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신규성 범주로 제한하여 법
원의 재량범위를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송절차
중지를 법원의 재량사항143)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결정
과 상관없이 침해소송을 진행하며 그 판단범위도 실질적으로 무효요건 전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권한분배와 이를 위한 제도적 운영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국내기준과 주요국과의 비교

(1) 국내의 균등론 제한요건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우리나라의 균등론은 대법원 2000.7.28.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
다.144) 구체적으로 ① 특허발명과 균등발명이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
하고 ②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
143) 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
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44)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
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가)
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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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③ 이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고 ④
확인대상발명(또는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
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균등침해가 성립
한다고 하였다.145)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이러한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는 침
해소송의 피고(특허침해자)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본인의 침해제
품 또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주
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균등요건의 제한 법리로 도입되었지만 현
재는 균등침해와 상관없이 자유실시기술 항변만을 주장하여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
을 볼 때 독립된 항변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다.146)
(2) 주요국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요건 비교
대상판결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와 상관없이 적
용되며,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제품을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비교하여 보면 아
래 표와 같다.
구분

도입
시기

균등
침해

문언
침해

신규성

진보성

소송
구조147)

영국

Gillette 항변

1913년

○

○

○

○

단일

독일

Formstein 항변

1986년

○

×

○

○

이중

미국

가상청구항의 항변

1990년

○

×

○

○

단일

일본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998년

○

-

○

○

이중

한국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2000년

○

○

○

○

이중

중국

현유기술의 항변

2008년

○

○

○

×

이중

145) 김동준, 앞의 책, 274.
146) 대법원 2000.7.28.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3.12.12.선고 2002후2181판결, 대법원 2003.9.23.선고
2001후1907판결 등은 다른 균등요건 판단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요건이 같이 판시되어 균등요건의 하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1.10.30.선고 99후710판결, 대법원 2002.12.26.선고 2001후2375판결,
대법원 2003.9.23.선고 2001후1907판결, 대법원 2011.1.27.선고 2009후832판결 등은 균등론의 다른 요건
에 대한 판단 없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만을 판시하고 있다.
147) 영국, 미국과 같이 동일소송에서 무효주장과 침해주장을 할 수 있는 단일구조(non-bifurcated system)와 중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와 같이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구분된 이중구조(bifurcated system)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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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소송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중국은 항변의 적용요건이 우리나
라에 비해 엄격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판
단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문언침해에 대해서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균등침해에만 적용하여 침해소송법원이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역할과 권한을 존
중하는 모습이며, 중국은 적용범위를 신규성으로만 제한하여 침해소송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국, 미국은 단일 소송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국은 소송경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침해인정 후 등록특허가 무효)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언침해에도 자유롭
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청구항의 항변을 균등침해에만 인정하고 있다.

5

국내의 주요 항변에 대한 판례 분석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2000년 균등론의 제한요건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 도입 이전과 이후에도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이 없는 경우 항변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의 항변 등 다양한 항변에 대한 논쟁과 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대상판결 이전까지의 항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148)

가

항변의 유형별 구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고 부정된 여러 항변에 대한 논쟁은 무효심판절차에 의해 특
허가 무효가 되기 이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 특허가 무효를 가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62.11.1.선고 62다404 판결에서 처음
으로 특허권이 일단 부여된 경우에는 무효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
하다고 판시하여 다른 소송절차에서 특허의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
148) http://casenote.kr 사이트에서 대법원 판례가 인용 또는 피인용 되는 것에 따라 최초의 판례를 검색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판례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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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까지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149) 이러한 대원칙하에 합리적 분쟁해결과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침해제품 또는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침해여부
또는 권리속부에 대하여 다양한 항변이 주장되고 인정되어 왔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다.
< 항변의 유형별 구분 >

특허발명
신규성

진보성

Ⅰ
Ⅱ

확인대상발명

Ⅳ
Ⅴ

Ⅲ

Ⅰ :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공지기술제외의 원칙, 공지기술의
항변)
Ⅱ :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Ⅲ :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권리남용의 항변)
Ⅳ :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Ⅴ :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나

항변 유형별 판례 분석

1964년의 대법원 63후45판결부터 2017년까지의 침해, 권리범위확인,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특허발명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또는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된 항변에 대한 29개의 대법원 판
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150)
149) 그 이후 대법원 1992.6.2.선고 91마540 판결, 대법원 2001.3.23.선고 98다7209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대법원 2004.2.27.선고 2003도6283 판결 등이 있다.
150) 아래에서 각각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기재할 때 피인용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
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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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번호

판결일자

심판/소송 구분

유형

항변인정 여부

63후45(전합)

1964.10.22

권리범위확인

Ⅰ

인정

66후10

1967.02.28

권리범위확인

Ⅰ

인정

68후16

1968.11.26

권리범위확인

Ⅰ

불인정

68후38

1968.11.26

권리범위확인

Ⅰ

불인정

70후19

1970.07.24

권리범위확인

Ⅰ

불인정

81후56(전합)

1983.07.26.

권리범위확인

Ⅰ

인정

2002도5514

2003.01.10

실용신안법위반

Ⅰ

인정

2003도6283

2004.02.27

특허법위반

Ⅰ

인정

90후823

1991.03.12

권리범위확인

Ⅱ

인정

90후1468

1991.12.27

권리범위확인

Ⅱ

인정

96후238

1997.05.30

권리범위확인

Ⅱ

인정

96후1699

1997.07.22

권리범위확인

Ⅱ

인정

97후2095

1998.10.27

권리범위확인

Ⅱ

불인정

2012후4162(전합)

2014.03.20

권리범위확인

Ⅱ

불인정

2016후366

2017.11.14

권리범위확인

Ⅱ

불인정

91마540

1992.06.0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Ⅲ

불인정

98다7209

2001.03.23

손해배상

Ⅲ

불인정

2010다95390(전합)

2012.01.19

특허권침해금지

Ⅲ

인정

2010다63133

2012.03.15

특허권침해금지

Ⅲ

인정

2010다42082

2012.07.12

실용신안권침해금지

Ⅲ

인정

96후1750

1997.11.11

권리범위확인

Ⅳ

인정

97후2200

2000.07.28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99후710

2001.10.30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01후2375

2002.12.26.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02후1027

2003.02.11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01후1907

2003.09.23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02후2181

2003.12.12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02다60610

2004.09.23

손해배상

Ⅴ

인정

2005도4341

2006.05.25

실용신안법위반

Ⅴ

인정

2009후832

2011.01.27

권리범위확인

Ⅴ

인정

2012다36326

2013.09.12

특허침해금지

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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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Ⅰ(공지기술제외의 원칙)
유형 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피청구인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가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항변으로 일반
적으로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또는 공지기술의 항변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 Ⅰ에 대한 항변은 인정과 불인정의 대법원 판결이 혼존 하다가 81후56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지
기술제외의 원칙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먼저 공지기술제외의 원칙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1964.10.22. 선고 대법원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63후45판결은 원심이 본 실용신안권의 구조가 수십 년 전부터 공
지된 것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어도 무효심판이 없는 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어
기술적 범위에 든다고 한 판결에 대하여, ①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고 ② 전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수준이 무효
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③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으로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항변을 인정하는 이유는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까지 배타적권리를 인정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
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1)
이와 달리 공지기술제외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판례는 1968.11.26. 선고 대
법원 68후16 판결이다. 68후16 판결은 ① 등록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
하는 사건에서 ② 등록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 이미 특허국 도서실과 한국 과학기술
정보센터에 비치되어 일반에게 공람시키던 외국서적의 기술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었던 기술사상이라도 ③ 등록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무효심결이 없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 사유까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
였다. 같은 논지에서 70후19판결은 등록 실용신안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151) 대법원판사 손동욱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의 반대의견으로, “만일 실용신안으로서의 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심사로써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의 내용에 신규성이 없다거나 국기 또는 훈장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을 가졌다하여 언제까지나 그 권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권리자는 항
상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어 국가가 인정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
진보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자는 실용신안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www.kipo.go.kr _ 99

우수상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공지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대법원은 1983.7.26.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
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무효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원된 권리의 일부에 공지공용의 사유가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그 공지사유가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
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한 무효심결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될 수 없다”고 하였다.152) 이에 따라 현재는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
안권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특허무효심결과 상관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 공지기
술제외의 원칙이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153)
(2) 유형 Ⅱ(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유형 Ⅱ에 대한 항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피청구인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가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항
변에 해당한다.
이러한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1991.3.12.선고 대법원 90후823 판결이다. 90후
823 판결은 ① 등록고안과 공지된 인용고안이 그 구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② 이
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③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후 96후1699판결은 등록고안과 선
행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있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원심에 대해,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에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도 포
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 우회적으로 항변
을 인정하였다.
152) 이에 반하는 대법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대법원 1968.11.26 선고 68후16; 대법원 1968.11.26
선고 68후38,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대법원 1970.5.26 선고 69후5 판결, 대법원 1974.7.23 선
고 73후66 판결 등은 폐기되었다.
153)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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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1998.10.27.선고 97후2095 판결이 있다. 97후2095 판결은 ① 실용신안법은 별도의 무
효심판절차가 있어 등록실용신안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기에
②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
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③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
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④ 이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
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쟁은 2014.3.20.자 선고 대법원 2012후4162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
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154) 대법원 2012후4162
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②이러한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③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는 것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근거
로는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에 대한 항변은 인정되
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부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
과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하여 권리범위 속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3) 유형 Ⅲ(권리남용의 항변)
유형 Ⅲ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 아닌 침해소송 등에서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권
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권리남용의 항변에 해당한다.
154)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후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반하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
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병합)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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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인 대법원 1992.6.2. 선고 91마540 판결에서 이러한 항변
을 부정하였다. 91마540 판결은 ①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
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
다고 하나 ② 이는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는 특허법은 별도로 무효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등록이 된 이상 유효한 것이
며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5)
권리남용의 항변은 대법원 2012.1.19.선고 2010다95390(특허권침해금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 특허법은 제29조
제2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고 ②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
가 없는 발명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
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③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
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56)
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 권리남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다63133(특허권침해금지) 판결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특허권에 기초한 특허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허용하지 않
았다. 대법원 2012.7.12.선고 2010다42082 판결은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하여 “이 사건 제7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와 이 사건
155) 2001.3.23.선고 대법원 98다7209(손해배상)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156) 이에 따라 이에 반하는 대법원 1992.6.2. 선고 91마540 판결, 대법원 2001.3.23.선고 98다7209 판결은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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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종래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중략)
이들 고안의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권침해
제품과 그 제조설비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유형 Ⅳ(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
유형 Ⅳ는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
우 권리범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이다.
대법원 1997.11.11.선고 96후1750 판결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
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
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
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96후1750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도입된 최초의 균등론 판결(2000.7.28.선고 97후2200) 이전 판
결임에도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후 2001.10.30.선고 대법원 99후710 판결과 2003.12.12.선고 대법원
2002후2181 판결에서 인용되었지만, 현재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으로 인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유형 Ⅴ(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유형 Ⅴ는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권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다. 2000.7.28.선고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97후2200 판결은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략)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
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해의 제한요건으로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2001.10.30.선고 99후710 판결은 당업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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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많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었다.157)
또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위반 사건 등에도 적용되었다. 대
법원 2003.12.12. 선고 2002다60610(손해배상) 판결에서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들은 선
행발명 1, 2의 구성들을 단순히 한데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작
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다.”라고 하여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341
(실용신안법위반) 판결에서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극히 용
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다

검 토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 분배와 특허법이 특허무효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에서 권리범위확인, 특허권침해금지,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에서 특허발명의 무효를 직
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송경제, 형평성, 특허법의 입법목적, 침해자의 방
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변이 인정되고 있다.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공지기술제외의
원칙은 1983년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②
2014년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항변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
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까지는 확대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③ 2012년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④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2000년 97후2200 판결이후 현재까지 권리범위확인,
157)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후1907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후83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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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특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위반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서 인정되고 있
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0건 정도로,158) 도입 이후 특별한 논
쟁 없이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균등침해 또는 문언침해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주장되고 판단되어 왔다.
연도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인정

1963

1991

인정

불인정

권리남용의 항변
인정

항변

68후16
81후56
90후823

1992

91마540

1998

97후2095

2000

97후2200

2012

2010다95930
2012후4162

2014

6

불인정

자유기술의

63후45

1968
1983

불인정

진보성의 항변159)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
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본다. 먼저 무효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
에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논쟁에서 대상판결의 위치와 의미를 검
토하여 본다. 다음으로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2010다95930)와
158) 적어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인정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로 한정하였다.
159) 유형 Ⅱ에 해당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는 항변을 ‘진보성의 항변’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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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2012후4162)와의 관
계를 검토하고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160)

가

항변에 대한 논쟁에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1) 논쟁에 대한 유형별 분류
특허발명의 무효를 판단하는 주체가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주체와 상이하거나 또는 권
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무효심판과 다른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대상판결 이전부터 있었던 논쟁이다. 특허법은 별
도로 특허무효심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허등록은 특허청의 행정행위에 따른 공정력
이 발생하므로 특허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
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절차에서 전제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었
고 이를 가정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권한분배 원칙에 따라 법원은 형식적으로 무효를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단이 실질적으로도 무효를 판단하지 않은 결과여야 하는 입장이 있
다.161) 이러한 입장의 주요 논거는 특허청과 법원간의 권한분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특허법은 특허무효심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만약 다른 소송절차에서
무효여부를 판단한다면 특허무효심판제도의 기능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효를 담
당하는 주체와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주체의 기술적 전문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62) 이러한 논리에 따라 첫 번째 유형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침해로 한정
160) 본 판례평석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문언침해를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
였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추가적인 구성을 부가한 경우도 결론에 있어 논리적 모순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에서 각주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161)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중적 소송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이 있다.
162) 특허는 보통 복잡한 기술에 관계되므로 특허 무효에 대한 처리는 충분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지
식도 필요한데 모든 기술영역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일반법관이 침해소송에서 판단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독일은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일반법관 3인)과 무효를 담당하는 법
원의 법관(기술법관 3인, 일반법관 2인)에 차이를 두어 무효판단에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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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문언침해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고 한다.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문언침해에도 인정하는 것은 특
허발명=확인대상발명(침해제품)이고 확인대상발명(침해제품)=공지기술의 관계가 성립함
으로 자연스럽게 특허발명=공지기술의 논리에 따라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실질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163)
두 번째 유형은 이러한 원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유지되면 된다는 입장이다.164)
이러한 유형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논거의 핵심은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비록 진보성이 없는 이유로 권리남
용의 항변을 인정하여도 형식적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권리
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역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법원이나 다른 제도가 ‘직권을 벗어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165) 또한 결론에 있어
서도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어
서 특허발명이 무효가 되어 그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
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허법의 입법취지는 유효한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①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
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며166) ②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무효심판제도를 강요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③ 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리속부나 침해여부에 구체적 타당성을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167) 두 번째 유형에 의하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침해 또는 문
언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다. 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에서 무효를 전제
로 판단한다고 하여도 형식적으론 무효심판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163)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추가적인 구성을 부가한 경우를 가정하여도 결론에 있어 동일
하다.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C, 공지기술 A+B+C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면
특허발명의 신규성도 부정되는 결론이 도출된다.
164) 우리나라가 견지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비록 2014후4162 판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판단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은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모순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소제목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165) 尹新天 저, 허호신 역, 앞의 책, 879.
166)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42082 판결
167) 김태현,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특허판례연구 제3판,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201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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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으로 신규성 등에 한하여 법원이 다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절충적 입장이 있다.168) 세 번째 유형은 권한분배의 원칙을 유지하면
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판단대상이 확인대상발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지기술제외의 원칙의 논거와 일맥상통한다. 세 번째 유형에 의하면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은 균등침해 또는 문언침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
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2) 세 가지 유형에서 대상판결의 위치와 의미
대상판결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침해소송 등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전제하여 판
단할 수 있고 단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무효의 결론이 아니면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먼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침해
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툼의 당사자는 결론에 관심이 있을 뿐 특허발명과 확
인대상발명(침해제품)의 관계가 균등침해 인지 또는 문언침해 인지에 관심이 없다. 다툼
의 당사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적용범위에는 관심이 없고 이러한 항변으로 인해
침해여부 또는 권리 속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과 달
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이 주장된 경우 모든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먼저 균등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그 판단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령 특허발명 A+B와 확인대상발
명 A+B′가 있는 경우 B와 B’의 차이를 실질적 동일범위로 보아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
명을 문헌침해로 인정하는 것과 B와 B’의 차이를 실질적 동일이 아닌 균등론의 치환자
명성169)으로 보고 균등침해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170) 또한
168) 중국은 침해소송에서 단일의 공지기술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
인다.
169) 김동준, 앞의 책, 365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과 균등 판단을 비교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자명성의 정도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과 '치환자명성'이 진보성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공통이며 비교
대상발명의 하나의 구성요소를 출원,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한 것이고
작용효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균등판단과 사고과정이 유사
하는 점은 인정").
170)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에도 그렇다.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C에서 C의 부가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볼지, 균등론의 범위로 볼지는 그 판단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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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에만 적용된다면 그 결론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납득하
기 힘든 결론에 이른다.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조금 다른 균등관계인 경우는 침해가 아니지만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침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어떤 당사자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기 때
문이다.
대상판결은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송경제를 강조한 점에서
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중적 구조(무효와 침해소송이 분리)는 기
본적으로 특허권자 보호에 강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원칙적
으로 침해여부만을 다투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이중적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특허무효와 침해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divergent decision)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침해가 인정되어 권
리행사를 한 이후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 1심에서 침해로
인정된 후

무효가 된 사건(invalid and infringed)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체

사건 중에서 41%(합의 사건을 제외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171) 또한 서로 다른 주
체에 의해 판단받기 때문에 판단시점의 차이가 발생하여(일반적으로 특허무효의 심리
가 오래 걸리는 점을 보면172)) 특허침해를 주장 받는 자는 상당기간동안 법적인 불확
정성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173)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은 중소기업 등이
특허침해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Screen effect174)가 발생한다고 한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이중적 소송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범위를 문언침
171)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1, 218-242, 219, (2016), ("Our data on infringement and invalidity proceedings in
Germanyfor 2000 to 2008 reveal that 12% of infringement cases with parallel invalidity proceedings
(41% if we focus on cases withoutsettlements) produce divergent, i.e., 'invalid but infringed',
decisions(for examples see Table A-1 in the online appendix). Ouranalysis also shows that the length
of this injunction gap is substantial. In cases where validity was challenged in court, theinfringement
decision was on average enforceable for more than a year before the patent was invalidated in first
instance.").
172) Katrin Cremers, Fabian Gaessler, Dietmar Harhoff, Christian Helmers, Yassine Lefouili, "Invaild buf
Infringed - An analysis of the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ZEW, Discussion Paper No. 14-072,
(2014.09.) 8. 독일의 경우 특허무효 사건의 최종심리는 평균 6-7년이 소요되며, opposition proceeding(우
리나라의 무효심판과 유사)은 평균 20-30개월이 소요된다.
173) 평균 1년 이상의 Injunction Gap이 있다고 한다(Id. at 8).
174) 침해소송의 피고가 적극적으로 무효여부를 다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도,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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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본다. 무효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는 신규성, 진보성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피고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은 별도의 무효 심판 없이 해당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 대상판결의 문제점
대상판결과 같이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의 원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유지되면
된다는 입장은 균등침해와 문언침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 구분에 따라 결
론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엉뚱함을 해결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의 기능과 특허권자 보호가 약화되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
다. 특히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처럼 1차적인 판단주체가 특허심판원과 법원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에도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이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앞서 살펴본 세 번째 유형이 시사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기술적 전문성이 높게 필요한 진보성 영역은 특허복심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비교
적 판단이 명확한 신규성에 대해서는 현유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판단주체가 상이한 무효심판-침해소송과 판단주체는
같지만 제도가 상이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송체계
를 고려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분하고 침해소송은 권리남용의 항변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신규성 또는 법리적으로 다툴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송경제적인
측면과 특허심판원 고유의 기능을 확보하고, 제도가 상이하지만 판단주체가 동일한 권
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이 문언침해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법리나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
래에서 좀 더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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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특수한 소송체계에서의 대상판결 검토

우리나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175)
침해소송과 별도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속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침해소송과
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판단방법 등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
송체계는 전형적인 이중적 구조(특허무효-침해소송)를 갖는 한편, 제도는 상이하지만 판
단주체가 동일한(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 구조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소
송체계를 고려하여 대상판결을 침해소송관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
되 대상판결 이전에 침해소송에서 인정된 권리남용의 항변 판례(2010다95390)와 권리
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012후4162 판결
과 같이 살펴본다.
(1) 침해소송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도입 이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외에도 손해배상, 실용신안
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주장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왔다.176) 하지만 2010년 권리남
용의 항변이 인정된 이후, 침해로 주장된 자는 직접적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다툴
17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본의 구 특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본조차도 1959년의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리범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식, "권리법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한 판례검토
(중)", ｢법률신문｣ 1986. 12.22.자(1665호) 13)
오스트리아의 확인제도(Request for Declaratory Decisions)는 우리나라의 소극적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오스트리아 특허법 제163조제1항은 “산업적 규모로 특정 물건을 제조 ․ 유통
하거나 특정 방법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허권자 또는 독점적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
허청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결
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동일하다. 제2항에서는 “특허
권자나 독점적 실시권자가 특정물건이나 방법을 산업적으로 실시하는자를 상대로 그가 실시하는 기술이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수 있다”라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과
유사하다. 한편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상대방이 동일 물건 또는 동일방법에 대한 침해
소송이 그 신청전에 법원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확
인제도는 이와 같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중인 침해소송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의 예방적 기능에 한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침해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이하다(김원준, "권리범
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 ․ 판단 여부", 법학논총 제35집 제3호, (2015.12.), 343-346.).
176)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다60610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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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침해소송에서 갖는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에 먼저
권리남용 항변의 타당성과 대상판결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주장된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권리남용을 인정한 2010다95390판결의 핵심적인 논거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법원이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으로, 제도적 안정성보다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것
이다. 대상판결 역시 균등침해 또는 문언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논리가 권리남용의 항변과 동일하다. 이러한 권리남용의 항변과 이후 대상판결이 나오
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특허법원이 1998년 3월에 설립되어 2017년에는 약 600건의 특허 ․ 실용
신안 사건을 처리하였고 매년 300~8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177) 법리적 ․ 기술적 전문
성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2010년 인정되었
다. 그 이후 2015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심결취소소송 사건 외에도 특허 1
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 관할로 함으로써 1심 법원과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조에서 대상판
결은 형식적으로 특허무효심판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여부를 법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과 그 이전의 권리남용 항변에서 나타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허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제도적 개선 등이 있다하여
도 여전히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이 법원178)에 앞서는 것은 사실이고 특허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기술적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적으로 특허법원에 관할이 집중되어 판단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방법원별로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심리결과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
177) 특허법원 홈페이지-연도별 사건통계
178) 특허심판원은 2017년 기준 816건의 무효심판과 556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처리되었다. 매년 1000건 이
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허법원이 2017년 614건의 특허 ․ 실용신안 사건을 처리하였어도 이 사건의
대부분은 특허심판원이 1차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심리하는 것으로 그 판단의 난이도와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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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침해소송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여도 특허심판원의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
여부를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항과 공지기술제외의 원칙과 같이 신규성으로 제한하여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9)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지켜온 ‘다른 소송에서
무효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원칙과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 원칙
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적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언침해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침
해소송에서는 법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권리남용의 항변보다 적용요건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
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적용된다고 설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 권리남용의 항변은 ①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될 것 ②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할 것 ③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령 침해제품 A+B가 특허발명 A+B를 문언침해하
는 경우, 대상판결의 논리는 오로지 침해제품과 공지기술 A+C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지만, 권리남용의 항변은 추가적으로
진보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도 살펴야 되기 때문이다.180) 따
라서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무런
제약 없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과 같아 법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179) 권리남용의 항변을 먼저 인정한 일본의 킬비사건에서 법원이 무효사유를 판단한 것은 진보성이 아닌 선출
원주위 위반(동일성 판단)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0)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
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가령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C, 공지기술 A+B’인 경우는, B+C가 B’
와 차이가 있다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쟁점이 없고 권리남용의 항변 문제만 남는다. 그렇지 않고 B+C
가 B’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면 결론에 있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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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이 이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후4162 판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에 따
라 어떤 판결의 논리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용되
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12후4162 판결은 특허발명과 공지기술을 비교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가 진보성까지 확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성의 영역에서는 대상판결과 2012후4162 판결이 결론에서 일치하
지만 진보성 판단인 경우에는 양 판결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 먼저 특
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 공지기술 A+B일 때(신규성 판단) 대상판결은 확인대
상발명과 공지기술이 동일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
고, 2012후4162 판결은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
되어 결론에 있어 일치한다. 하지만 진보성 판단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
다.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 공지기술 A+C를 가정하면(진보성 판단), 대상판
결은 문언침해에도 적용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 있지만 2012후4162 판결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
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하는 결론에
내야 한다.181)
이러한 점을 볼 때 2012후4162판결은 대상판결로 인해 그 의미나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182) 그 이유는 대상판결로 인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더 이상 특허발명의 진보
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2후4162판결은 논리적으로도 일관성
이 없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여부에 관계
181) 다만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C, 공지기술 A+B+C'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결론에 있어 동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에 따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182) 다만 특허발명 A+B, 확인대상발명 A+B+C+D, 공지기술 A+B'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비해 추
가한 구성이 많아 공지기술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
지만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 경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여전히 2012후4162 판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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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의 무효사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 심리에 있
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83) 이는 침
해소송과 달리 판단주체가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특허심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항변의 인정을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은 더
욱 없어진다.
한편 2012후4162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무효여부 판단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본다면 일응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비교
적 명확한 신규성 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속하고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해 무효여부
를 판단할 수 있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보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여 특
허심판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침해소송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논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은 판단주체가 특허심판원이라는 점에서 무효의 판단주체와 동일하여 침해소송과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즉, 특허청-법원의 권한분배원칙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
하는 논리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언침해에서 진보성이 쟁점이 된 경우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별도의 무효심판청구 없이 자유기술실시의 항변으로 방어권
을 행사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도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특
허심판원의 진보성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한 미
국의 가상청구항의 법리는 문언침해에 적용되지 않기에 대상판결의 논리가 적절치 않다
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입증책임(preponderance)과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입증책임(clear and convincing)의 정도가 다르지만 우
리나라는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
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별도의 무효심판의 청구 없이 결론에 수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무효심판이 무력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 제언에서 살펴본다.
183) 2012후4162판결의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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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 법리적 제언사항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점을 제도적 또는 법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있는 무효심판의 무용론
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무효심
판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행 규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에 있어서, 제1
항의 피청구인 또는 제2항의 청구인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
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
다)이 제29조에 위반되어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발
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특허법 개정은 문헌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경우 무효심
판 청구를 의무화하여 무효심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대세효가 있는 무효심판의 결론을
통해 안정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청구인(또는 청
구인)184)에게 무효심판을 강요하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심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우회적
으로 무효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184)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주장받는 자는 피청구인이고 제2
항에 따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피청
구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하에서
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가정하고 피청구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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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호의 우선 심판 대상에 추가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고 ○개월 이
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사건』을 포함하
는 것이다. 침해로 주장된 자의 대부분은 조속한 판단을 통해 안정된 실시를 원하기 때
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 우회적으로 피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를 유도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범위가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
장하는 경우보다 확대되지만 문언침해로 한정하여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보다 폭 넓게
규정함으로써 단일소송구조와 유사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여부)의 결론과 대세효가
있는 무효심판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같이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인정은 균등침해 시에도 법리적으로 제
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침해소송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론과 그 논리적 근거는
균등침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균등침해와 문언침해를 구분하
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균등침해인 경우에 진보성만을 판단하는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항변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
고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185) 결론적으로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
용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와 상관없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그
인정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7

결론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판단주체가 분리된 이중적 소송체계와 비
록 제도는 다르지만 판단주체가 동일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운영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본 판례 평석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체계에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여 보았다.
185) 특허발명 A+B, 침해제품 A+B’가 있는 경우, B와 B’의 차이가 실질적동일이면 권리남용의 항변만을 적
용해야하고, 균등관계이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B와 B’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균등관계인지 실질적 동일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고 미묘한 차이로 인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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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판결은 2000년 97후2200판결에서 균등론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도입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문언침해에도 적용한 것이므로 주요국의 균등론과 자유
실시기술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과 같이
이중적 소송구조(bifurcated patent system)를 가지는 독일, 중국은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Formstein 항변은 문언침
해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의 현유기술의 항변은 문언침해, 균등침해와 상관없이 적용
되지만 단일의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매우 제
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적 소송구조를 갖는 국가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적용범위
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와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 상이하고 각 기관이 판단하는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단일 소송구조(non-bifurcated patent system)를 갖는
영국은 소송구조의 특성상 문언침해, 균등침해와 상관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
허 무효의 입증책임과 침해에서 주장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입증책임 정도에 차이
가 있어 균등침해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외에도 여러 가지 항변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항변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항변
이 인정되고 부정되면서 발생하는 논쟁의 중심은 신속하고 합리적 분쟁해결이라는 가치
와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원칙,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충돌로 보여진다. 특허
권은 특허심판절차에 의해서만 무효가 되는데 다른 소송절차에서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즉, 소송경제와 피고의 합리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른 절
차에서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과 특허심판원의 기능 약화 등의 이유
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입장 그리고 제한적으로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는 입장의 대립이다. 대상판결은 신속하고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유형으로,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합리적인지와 이
를 침해소송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논리를 침해소송에도 적용하기에는 권리남용의 항변과의 관계와 특허청법원 간의 권한분배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정은 법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과 같이 판단주체가 상이한 경우 양 기관의 권한분배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하여 법원은 특허의 무효여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인정되는 권리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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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보다 법원은 더 자유롭게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소송에
서 권리남용의 항변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되는 반면 대상판결에 따른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은 제한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그
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도는 상이하지만
판단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허청-법원 간의 권한분배의 원칙에 있어 특허무효심판
과 침해소송에서 보다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결론에
있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있고, 청구인도 기술적 전문성이 높
고 무효심판의 판단주체와 동일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큰 불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받기에 특허무효심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필수적 요건
으로 하는 법 개정이나, 우회적으로 우선심판 대상을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 확대하는 심판사무취급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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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상판결은 "자생초"가 동일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었고, 하나의 관
념을 형성함에도 "자생"이 요부임을 이유로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하였다. "자생초"는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
는 짧은 3음절의 표장이므로 기존 상표심사실무에서는 하나의 관념 및 짧
은 음절 수를 근거로 전체관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표장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표 유사성 범위를 넓혀 결합상표의 등록을 봉쇄한다. 과도한 분리
관찰은 해당 표장 전체를 등록하여 사용하려던 선출원등록권자 의사와 불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법원은 표장 자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관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즉, 표장 분석에 있어서 국어학적인 접근 또는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결합상표를
만드는데,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분리, 호칭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 외국어 상표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들의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 우려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표장 구성
이 유사한데도 관찰방법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이 종종 있다.
이는 판례가 표장 유사 판단과,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우려 판단을 구별하
지 않고 포괄하여 한 번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인혼동 된다는 결론
에 맞추기 위한 근거를 표장 유사판단,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관찰방법에
서 찾는다는 인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출처오인혼동의 판단 근거를 객관화 및 구체화 해야 한다. 기
존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은 거래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추상적, 일
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본다.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상표사용 기간, 횟수, 알려진 정도 등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사실들이고, 실제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는 아니다. 법관은
간접사실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직관적 인식이나 해당 상
표 및 거래계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 주관적 판단도 영향을 끼친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일반수요자들의 인지도 조사, 과학적 증거방법
에 의해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 할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든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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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상표심사시 심판원 및 특허법원, 특히 대법원의 유사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
는데, 요부관찰을 적극 차용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향후 상표심사에서 이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상표심사실무를
접목하여 대상판결 표장관찰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여 관찰방법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상표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품 출처오인혼동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독창성

상표심사실무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 향후 개선
점을 검토하였다.

파

급

효

과

상표유사 판단은 최근 주목받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 혼동 여부 판단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오인혼동에 대한 본 판례평석은 상
표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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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표권의 본래적 효력은 지정상품에 미치지만, 선등록상표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등
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상표에 대하여도 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상표법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고(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제35조 제1항), 출처오인혼동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다. 그 밖에 국기,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
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표의 금지효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미친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표권
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
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는 상표취소사유에 해당한다(상표법 제119조 제1
항 제2호).
이처럼 상표 유사는 상표권 발생단계인 상표 등록가부, 그 효력범위 및 취소·무효
사유에 이르는 상표법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상표 유사여부는 어디까지 선등록상표의
등록배제효와 사용금지효가 미치는지, 어떤 상표가 취소 내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동
일유사한 상표인지 선을 긋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에 여러 단어와 형태소로 구성된
결합상표를 비교할 때에 표장을 전체로 볼 것인지,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볼 것인지 하
는 관찰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판례평석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및 현재까지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상표의
관찰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2017. 2. 9.선고 2015후1690 판결(이하 “대
상판결”)이 심사기준과 기존 판례들과 비교할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관찰방법
(요부관찰)은 타당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상표유사판단 방법이 외국의 법
제 및 판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표장 관찰방법 및 오인혼
동 판단의 구체화와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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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대상판결의 경위
사건의 배경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판(기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자생초”에 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자생한의원”, “자
생한방병원” 및 선사용서비스표 “자생한방병원”의 상표권자는 “자생초”가 청구인의 주지
ㆍ저명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한 표장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
라 할 것이고,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2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 2015. 5. 19.
심결 2014당1671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도 모두 ‘자생’으로 약칭되거나 표장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와 칭호가 구별되고, ‘자생’은 ‘저절로 나
서 자람’ 또는 ‘저절로 생겨남’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관념도
다르므로 비유사하다고 보았다.
(2)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기각)
특허법원은 2015. 9. 18. 선고 2015허3887에서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지
지하여,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선등록서비스표 “자생”의 상표권자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나

대상판결(특허법원 2015허3887 파기환송, 이하 "대상판결")

(1) 판결요지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
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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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부분은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일반 수
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진 바, 요부가 된다고 보았다. 이 사
건 등록서비스표인 “자생초” 역시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교 대상 표장의 요부는 모두 “자생”이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3
가

상표의 관찰 방법
기본원칙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
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심사 실무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관, 칭호, 관념의 유
사여부를 토대로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한다.

나

전체관찰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하나의 식별표지로서 일체화
된 것이므로 유사여부 판단시에도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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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임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186)

다

분리관찰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관념
이나 칭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분리관찰도 가능하다. 즉, 문자와 도형 또는 도
형과 도형이 결합된 표장에 있어서는 각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
을 분리관찰 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4.11. 선고 98후2627 판결, 2000.2.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분리관찰이 어디까지나 외관상 또는 관념상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경우
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참조). 나아가,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
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외국인 성명과 같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87)

라

요부관찰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
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
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18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외 다수 참조
18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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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
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요부관찰은 외관
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
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
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
결 등 참조).
요컨대, 기존의 판례의 태도는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을 병행, 보완하여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였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역
시 전체적 관찰을 통해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출처오인혼동이 일
어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본다.188)

4
가

대상판결에 대한 고찰
요부관찰이 자연스러운지 판단 미비

기존 판례는 어디까지나 외관상 또는 관념상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경우에 요부관찰로 나아갔고, 이를 위해 외
관 및 관념을 분석하여 분리관찰이 자연스러운지를 검토하였다. 가령, 대법원은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에서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와 “캠
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와의 유사여부를 검토하면서
“CAMBRIDGE” 부분이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피고인들
의 상품표지가 비교적 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사정과 간

188) 특허청 예규 제100호 상표심사기준, 상표디자인 심사국 상표정책과, 2018,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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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속하게 상품표지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CAMBRIDGE”
로 요부관찰하였다. 이 외의 다수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리관찰이 어디까지나 외관상 또
는 관념상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상판결은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표장을 비교하였다. 즉, ”자생“이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홍보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인정 한
후 곧바로 ”자생“을 요부관찰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 관찰방법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생초“는 짧은 3음절이고,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으며, ”
스스로 자라나는 풀“등의 의미를 형성하여 전체관찰이 가능한데도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에 결합표장에 있어서 외관 또는 관념상 분리관찰이 자연스러운지를 검토하던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심사실무와는 다소 모순된 모습이다.

나

기존 판례와의 관계

대상판결이 기존 판례와 다소 모순되는 점은 있으나 기존의 판례 태도가 변경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처럼 전체관찰의 결론, 즉,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부관찰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요부판단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인정사실을 근거로 삼았지만, 그 표장
의 구성, 외관 및 관념상 요부관찰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관찰방법 검토 유무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부관찰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마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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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판결 요부관찰의 타당성

(1) 결합상표 등록 배제효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동일서체와 띄어쓰기 없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
된데다 단번에 호칭이 용이하고, 하나의 관념(스스로 자라는 풀)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자생”을 요부로 보고 요부관찰 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후 “자생”에는 어떠
한 단어 또는 형태소를 어떠한 구성으로 붙이더라도 타인선등록, 선사용 상표인 “자생”
및 “자생한방병원”등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생”의 전단 혹은 후단에 어떠한 단어를 결합하더라도, “자생”이 요부가 됨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생초”보다 더 일련불가분적으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게끔
표장을 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선등록 또는 선사용 상표의 인식도, 식별력을 근거로 요
부를 정한 후 표장의 구성, 표지의 외관상, 관념상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요부관찰로 나아가는 것은 이후 “자생”이 결합된 상표는 무엇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없
는 배제효를 낳는다.
대상판결처럼 요부관찰하는 것은 향후 결합상표가 선등록 및 선사용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 그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상표에 있
어서 일부만이 인지도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으로 약칭될 것인지가 불분명하
여 후출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상표를 구성하는 각 단어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한 경우
등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89)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처럼 그 일부가 인지도를
획득한 선등록,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것은 사후에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정이라 더욱 예
측이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범위확대는 비단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뿐 아니
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지정상품, 더 나아가 비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까지 확
대 될 우려가 있다. “자생”이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청구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
1항 제7호에 따른 동일유사한 상품은 물론, 향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
호에 따라 견련관계가 있거나, 더 나아가 상품이 비유사한데도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
189)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5 No. 10 (200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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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목적의 출원은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비유사 해도 오인혼
동 우려가 있다면 그 등록을 저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0)
(2) 기존 상표 심사실무와의 차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3음절의 짧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
용상표 “자생”이 수요자들에게 알려져다는 이유로 요부관찰을 하는 것은 기존 심사실무
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 심사실무에서 3음절의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단어는 단
번에 호칭이 용이하다고 보아 전체관찰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을 것이다. 더욱이 “스스로
자라나는 풀”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라면 분리관찰이 부자연스럽다고 심사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실무에는 음절 수, 표장 구성이 표장의 관찰방법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내 상표법 체계에서 상표의 사용부분은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제33조 제2항을 제외
하고는 상표 사용을 살펴보도록 한 규정은 드물다. 주지저명한 상표(제34조 제1항 제9
호와 제11호), 출처오인혼동을 가져오는 표장(제12호), 특정인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진 표장으로 부정한 목적(제13호)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상품 거래계
를 검토하지만 이는 각 호 판단 근거가 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심사실무에서는 표장 자체 및 그 구성을 토대로 표장의 관찰방법을 정한다. 표장의
음절 수, 띄어쓰기, 표장의 관념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표장을
관찰하고, 전체관찰을 할 것인지, 분리관찰을 할 것인지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할당된 심사처리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원 건마다, 출원표장 또는 그 일부가 주
지저명한지,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져 있는지 일일이 검토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이러한 심사실무를 고려 할 때에 표장의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생”이 사용된 기간, 언론 소개 횟수, 내용,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
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로 관찰하는 것은 현행 심사실무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190) 특허청 예규 제100호 상표심사기준, 상표디자인 심사국 상표정책과, 2018,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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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출원등록권자의 의사와 불일치
선등록상표를 요부관찰 내지 분리관찰을 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드시 합치하
는 것은 아니다. 대상 판결의 경우 선등록상표 “자생”의 권리자에게는 다소 유리한 판결
이다. 그러나 사안과 반대의 경우, 즉, 결합상표가 선등록 및 선사용 상표인 경우, 상표
권자로서는 그 상표를 전체로서 호칭될 것을 예상하여 출원한 것이고, 만일 분리관찰될
것을 예상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출원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분리관찰할 경우 상
표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91)

6

외국 법제 및 판례

대상판결은 선등록상표의 인지도,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전후 사정 등을 표장 유사
판단에서 요부를 추출하기 위해 인정사실을 살폈다. 그러나 “자생”과 “자생초”가 공존할
경우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미비하다. 상품출처오인혼동 우려도 상
표유사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상판결은 상품출처오인혼동에 대한 판단은 간과하고 표장
자체의 유사 판단 및 그 관찰방법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살피기 위해 이하에서는
상표 유사판단에 관한 미국, 유럽,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였다.

가

미 국

미국 상표법인 “랜험법(Lanham Act)"에 따르면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선등록
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혼동(confusion)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을 유발하
거나 또는 기망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표장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
한 출처 오인 혼동 판단 기준으로 제2연방항소법원이 1961. Polaroid Corp v. Polarad
Electronics Corp 사건에서 확립한 8단계 심사(test)의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상표의 영향력(Strength of plaintiff's mark), ②
상표자체의 유사 정도(The degree of similarity of the marks), ③ 지정상품 또는 서비
스의 유사정도(The proximity of the products or services in the marketplace), ④
191)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5 No. 10 (2006)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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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 대중이 그것을 결국 원고의 지정상품이
나 서비스라고 믿게 될 가능성, 즉 원고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의 크기(The likelihood
that the plaintiff will bridgethe gap; narrowing the significant market difference),
⑤ 실제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⑥ 침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피고의 선의 여부(Defendant's good faith in adopting the mark), ⑦ 침해 상표를 사
용하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the defendant's product or
service), ⑧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력(The sophistication
of the buyers)으로 이루어져 있다.192)
요컨대, 상표자체의 유사정도는 판단 기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다각도에서 거래계를 살피는 수단, 기준을 마련해놓았다. 당사자들은 오인혼동의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마련된 기준에 맞추어 입증하면 된다. 미국의 상표소송에서는 일반수요
자의 오인, 혼동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오인, 혼동이 일어난 사실을 입
증하거나, 역으로 후발 사용자가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행
상표와 후행 상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에도 실제로 수요자
사이에 출처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일 또한 흔하다. 실제 소송에 있어
대부분의 법원은 실제의 혼동 발생 여부를 혼동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고려하고 있다.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
의 유사상표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오인을 일으키고 그 결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
생하였음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193)

나

유 럽

유럽의 상표는 유럽연합상표법(EUTMR : 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이하 “유럽상표법”)에 따른다.194) 상표의 유사는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전제
192) Sheldon W. Halpern외 2인 공저,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Kluwer Law
International(1999), 339면 이하(조영선, 美國 判例法上 商標의 誤認, 混同 判斷, 大田地方法院 判事 曺永
善, 법조. Vol. 53 No. 10 (2004), p.295에서 재인용)
193) 조영선, 美國 判例法上 商標의 誤認, 混同 判斷, 大田地方法院 判事 曺永 善, 법조. Vol. 53 No. 10 (2004)
p.309
194) On 23 March 2016, Regulation (EU) 2015/24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the Amending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u-trade-mark-legal-texts.

136 _ 2018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관찰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

조건이다. 유럽상표법 제8조(1)(b)는 따르면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
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 가능성(혼동의 가능성은 선행상표의
연상가능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다. 즉, 표장 자체의 동일유사성
에 더하여 혼동가능성을 유사판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유럽상표법 제8조(1)(b)를
판단 할 때에 표장 및 지정상품 유사 뿐 아니라 이와 관련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195) 가령, 선등록 상표가 수요자들에
게 알려진 정도,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인지, 패밀리나 시리즈 상표의 등록여부, 거래
계에서 분쟁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인지도가 높은 선등록 상표일수록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196) 그러나 선등록, 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하여 이것이 표장 간 유사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ECJ는
와 “KINDER”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특정 단어로 인하여 외관, 청음
이 달라져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유사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KINDER"가 수
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오인혼동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을 지지하였다.197)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가 애초에 유
사한 구석이 없다면 이후 양 표장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98)
요컨대, 유럽 법제 및 ECJ는 표장 간 유사 판단과 다른 외부적 요소들 가령, 선사용,
등록상표의 인지도, 시리즈, 패밀리상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로 인한 혼동 가능
성을 판단하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는 그 혼동가능성에서 보다 유리하게,

195) Paul Maeyaert, Jeroen Muyldermans, LIKELIHOOD OF CONFUSION IN TRADEMARK LAW: A
PRACTICAL GUIDE BASED ON THE CASE LAW IN COMMUNITY TRADE MARK OPPOSITIONS
FROM 2002 TO 2012, INTA, The Trademark Reporter, Vol 103, 2013, p.1039
196) Waterford Wedgwood v. Assembled Invs.(Proprietary) and OHIM, Case C-398/07 P, (CJEU 7 May
2009), para. 32:Moreover, given that the more distinctive the earlier mark, the greater will b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Sabel, paragraph 24), marks with a highly distinctive character, either per se
or because of the recognition of them on the market, enjoy broader protection than marks with a
less distinctive character (see Canon, paragraph 18, and Lloyd Schuhfabrik Meyer, paragraph 20).
197) Ferrero v. OHIM-Tirol Milch (TiMi KINDERJOGHURT), Case C-552/09 P, [2011] ECR I-02063, (CJEU,
Mar. 24, 2011), para. 66.
198) Paul Maeyaert, Jeroen Muyldermans, LIKELIHOOD OF CONFUSION IN TRADEMARK LAW: A
PRACTICAL GUIDE BASED ON THE CASE LAW IN COMMUNITY TRADE MARK OPPOSITIONS
FROM 2002 TO 2012, INTA, The Trademark Reporter, Vol 103, 2013, p.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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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표장 유사판단에 있어
서까지 그 유사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일 본

일본의 상표법은 국내 상표법과 유사하다. 특히 결합상표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결합의 강약의 정도를 고려한다. 일본의 경우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기준과 사례는 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4조 제1항 제11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사 판단시에 외관, 호칭, 관념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유사판단시 해당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의 평균적인 인식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小僧 사건199)에서 ‘小僧’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을 식료품 및 가미
품으로 하여 등록 받았고, ‘小僧스시’로 적혀있는 간판과 가게에서 포장·판매되는 스시
의 제품판매를 했던 회사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상표권자의 小僧과 小
僧스시는 저명한 지역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그 그룹의 사용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 및 칭호(형식면)에 있어서 일부 공
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그룹의 상품은 곧 小僧스시체인의 상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
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가 외관·
칭호·관념(형식상)이 유사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00)

라

검 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의 판례는 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시 표장의 유
사성과 별개로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한다. 미국은 표장 유사성은 오인혼동을 판단하
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이 외에도 침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피고의 선의 여
부, 침해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
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유럽 판례에 따르면 선등록상
199) 最高裁判所 1997. 3. 11. 선고 平成 6년(エ)1102 판결(김원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전남
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1. 12, p.116에서 재인용)
200) 김원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1-12,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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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표장유사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니고, 표장
유사 판단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오인혼동을 판단한다.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 역시
상표가 외관·칭호·관념(형식상)이 유사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은
출처 오인혼동을 막고, 상표권리자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표장 유사 판단만이 그 종착역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외국의 법제 및 판
례들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 기록 기재사실을 통해 “자생”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
져 있고, 식별력이 강한 표장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요부관찰의 근거로 삼는다. 관찰방법
은 궁극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 간에 오인혼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요
부관찰, 분리관찰 또는 전체관찰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관찰방법을 정하기 위
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식별력 강한 표장인지 검
토하였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표장 유사가 곧
오인혼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표장 유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다소 치중
하였다. 상표법에서 상표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
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
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기존 대법원의 태도201)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7

제언

앞서 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나친 분리관찰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차단하는 효
과가 발생하고, 선등록상표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표장 자체의 유사 여부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표장 관찰방법에 치중하
여 정작 표장 간 오인혼동은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

20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 155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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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방법 판단기준 구체화 및 정제화

첫째, 법원은 표장 자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관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즉,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리관찰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 정제화하여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
가령, 합성어에 있어서 결합형식에 따른 분석, 음운학, 국어학적인 분석, 여론조사와 설
문조사를 통해 수요자들의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사실적 판단이 기존 판
례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표의 관찰방법은 ‘법률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인
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판례와 어긋난는 듯한 판시를 한다하더라도 종전 판례에 어긋나
는 것은 아니다.202) 상표심사 실무에서는 표장 구성, 음절 수, 결합 형태소의 의미를
비교하여 관찰방법을 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특히 특허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는 점에서 사실적 판단의 선례를 남겨놓는 것은 심사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표장 분석에 국어학적인 접근 또는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합성어를
분리관찰 할 때에 법원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하는 것은 아니어서“203)
내지는 ”각 단어가 결합한 것 이상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204)라고 보아 형태소
에 따른 분리호칭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오늘날 합성어는 새로운 생각, 사물, 정보가 급
격히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이들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형태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국어학적으로 합성어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
형태소 또는 어근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인데, 형태소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
유로 형태소에 따라 분리, 호칭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
한글 합성어의 구성요소인 형태소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논밭’이나 ‘밤낮’처럼 구성 성분이 서로 분할된 의미를 포함하면서 대립되는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인 상호 보존적(complementation) 관계로서 이러한 상보 관계의
합성어에서는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이 각각 고유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는 경우가 많
202)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5 No. 10 (2006),
p.129
20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원 2017.11.14. 선고 2017허5320,
2017.8.24. 선고 2017허2628, 2016.11.18. 선고 2016허5439 외 다수
204) 특허법원 2017.10.20. 선고 2017허3294, 2007. 1. 24. 선고 2006허10128, 2003. 2. 12. 선고, 2003원
265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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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쌀밥’이나 ‘은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는 있으나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
은 근접(contiguity) 관계로서 이러한 근접관계를 나타내는 합성어에서도 각 구성 성
분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가 대체로 유지된다. 셋째, ‘봄비’, ‘안집’, ‘밤거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에 속하는 관계인 포섭(inclusion) 관계이다. 이러
한 관계는 두 구성 성분 가운데 하나가 그 의미의 본래성을 잃어 버려 어느 하나의
의미에 귀속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포섭 관계는 그 단어의 의미에 있어
서 양 두 성분의 지배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찰랑찰랑’,
‘깡충깡충’, ‘울긋불긋’과 같이 선과 후가 동일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관계인 중첩
(overlapping) 관계가 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합성어도 구성된 형태소가 보존적인
지, 근접 관계인지, 포섭관계인지에 따라 각 고유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거나, 그 의미
가 유지되거나, 어느 하나의 의미에 귀속된다. 이러한 합성어의 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205)
외국어표장에 있어서도 그 표장 분석방법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가 된 지
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와는 달리 외국어 사용이 보다 보편화되고, 언어 사용 실태나 외
국어에 대한 우리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표 상호간의 구별이 용이해졌
다. 반대로, 관념에 별 차이가 없다면 호칭이 다른데도 표장의 유사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 특허법원은 2017.04.07. 선고 2016허8995에서 “INVISALIGN”과 “NOVISALIGN”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206) 그 근거로 ‘NO’와 ‘IN’은 영어에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접
두어에 해당하여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는 접두어 “in”과 “no”
을 분리하여 그 개념을 비교, 관찰한 것으로 기존에 강하게 청감되는 첫 음절 내지 청
음만으로 유사 판단을 하였던 것에서 수요자들의 영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전제
로 하여 판단하였다. 기존처럼 단순히 띄어쓰기, 단어의 관념만으로 관찰방법을 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는다.

205) 이상의 내용은 김일병,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출판사, 2000; 서승현, 국어의 형태.통사적 구성에 관한
연구, 보고사, 2002 참고(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5 No. 10 (2006), p.122에서 재인용)
206)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2017후1083)되어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의 등
록상표 "INVISALIGN"은 선등록상표인 피고의 "NOVISALIGN"과 동일유사하여 등록무효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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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 우려 판단 분리

표장 자체의 유사 여부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표장 관찰방법에 치중하여 정작 상표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취지인 표장 간 오인혼동은 간과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오인혼동 가능성을 객관화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반면, 표장 자체의 유사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기준이 있고, 해당 표장
내에서만 유사여부를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판단이 용
이하기는 하다. 오인혼동 판단에 있어서는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관찰방법(요부관찰인지, 전체관찰인지)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상판
결에서도 단 번에 호칭이 용이한 3음절의 “자생초”를 “자생”과 “초”로 분리하여 요부관
찰 하는데, 이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상표 유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관찰방법을 여기에
맞춘듯한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표장 구성이 동일유사한데도 그 관찰방법이 상이하고,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례는 상표를 외관, 관념, 호칭상 분리관찰하
는 것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러운가 여부에 따라 관찰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
나 실제 사례들이 이 원칙에 충실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207) 가령, 특허심판원은
2008. 5. 26. 자 취소환송 심결 2007원4632에서 “조선피자”와 “조선면옥”을 전체관찰하
여 비유사 판단하였다. 음절수가 3-4음절로 단번에 호칭이 용이하고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단어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결합된 방식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데
도, 관찰방법과 그 결론은 상반된다. 동일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다. 법원은 ‘내림솜씨
vs. 솜씨’, ‘25時 vs. LG 25時’, ‘LOGITECH vs. 로지’, ‘PLAY vs. The Play’, ‘한스팜 vs
스팜 SPAM’을 모두 비유사 판단208)하였다. 반대로 ‘IVY HOUSE vs. 아이비’, ‘MAGIC
SALON vs. SALON’

‘SPORTSCOACH vs. COACH’209) 등에서는 식별력이 다소 미약

한 단어와 결합하였음에도 그 일부를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하여 유사한 경우로 판단
하였다.
이는 판례가 표장 유사판단과 오인혼동 판단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하여 한 번에 판
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표장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관찰방법을 정하는 것이
207)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5 No. 10 (2006),
p.116.
208) 각 순서대로 2003허5163, 2005허346, 2006후1162, 2007후272, 2007후2384
209) 각 순서대로 대법원 89.12.8.선고 89후537판결, 대법원 91.6.25. 선고 90후2249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후1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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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관찰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최종 유사판단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

오인혼동 판단 근거의 객관화 및 구체화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이 수행하는 여론조사, 수요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등 오
인혼동의 판단근거를 보다 객관화, 수치화해야 한다. 오인혼동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그
근거가 다소 추상적이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역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은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추상적·일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일반적 출처의 혼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개
별적인 수요자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지(구체적 출처의 혼동) 여
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본다.210) 아직까지는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오
인혼동 염려가 있는지는 다소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여론조사를 활용한 수요자 인
식 조사 방법 등은 아직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의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일반적 오인혼동은 이를 객관화하여 입증하기 곤란한 것이 현
실이다. 현실의 구체적 수요자가 아니라 평균적 존재로서의 수요자 일반을 가정하여 추
상적 수요자들에게, 일반적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 판단
기준이 이렇게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추상적인 반면, 실제 오인혼동은 현실세계에서 이
루어진다.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간접사실들, 상표 사용 기간, 횟
수, 알려진 정도 등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오
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현실적인 오인혼동 가능성보다는
표장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주관적인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한편, 오인혼동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주지상표 판단, 동 조 같은 항 제12호 출처오인혼동 및 제13호 부
정목적으로 출원된 상표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이와 유사한 “혼동”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 제2조 제1항 가호 내지 다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
210) 특허청 예규 제100호 상표심사기준, 상표디자인 심사국 상표정책과, 2018,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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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품의 용기·포장과 동일,유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카호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오인혼동 판단기준 구체화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일반수요자들의 인지도 조사,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보다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관 개개인
의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관들도 객관적
인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이러한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과연 객
관적이고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제출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은 향후 표장 유사 판단에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개선될 희망도 있다.

8

결론

대상판결처럼 결합상표 유사 판단시 전체관찰을 지양하고, 분리관찰 하는 것은 향후
합성어 형태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등록을 배제 할 가능성이 있고, 선등록상표권자의 권
리를 확대한다. 국어 특성상 기존의 의미를 갖는 형태소, 단어로 임의선택조어표장이 만
들어지는데, 이러한 분리관찰은 요부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결합상표를 모두 분
리관찰 또는 요부관찰 할 경우 향우 이를 포함하는 모든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된다. 상표의 효력범위 및 침해범위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표장을 전체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권리자의 의사에 반한다.
대상판결은 표장 유사판단을 근거로 상품출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지 별도로 판단하
지 않았다. 이는 상표법에서 상표유사 여부의 판단을 표장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
는 것이 아니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는 기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르다. 판례는 상표 유사 판단에 있어 출처오인혼동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추상적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장유사 판단에 의존하
고, 다소 직관적, 주관적으로 마련된 결론에 관찰방법과 그에 따르는 유사 판단을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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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결합방식이 유사한 상표들 간에도 관찰방법과
그 결론이 달라져 심사실무에서 차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법원은 표장 자체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관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즉, 표장 분석에 있어서 국어학적인 접근 또는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를 임의선택하여 결합상표를 만드는데, 형태소가 하
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분리, 호칭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 외국어
상표에 있어서도 띄어쓰기나 관념만으로 분리관찰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
들의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표장 유사 판단과 출처 오인혼동 판단을 분리해야 한다. 표장 구성이 유사한데
도 관찰방법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표장 분석과 그 유사판단, 상품의 출처오
인혼동을 분리하지 않고, 표장 유사 판단에서 곧바로 출처오인혼동으로 나아가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출처오인혼동의 판단의 근거를 객관화 및 구체화해야 한다. 일반수요자가
추상적·일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일반적 출처의 혼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다보니 현실적인 오인혼동 가능성보다는 표장에 대한 직관적 인식, 주관적
인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일반수요자들의
인지도 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오인혼동 가부 등 보다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오인혼
동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에만 의존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관들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 할 수 있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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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간 인식상표 판단기준: 언어학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수요자 간 인식상표'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상 판례를 언어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등록 배제효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건
으로 작용하며, 판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러나 등록상표처럼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해
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누구나 동일
요

약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으로 수요자 보호와 동시에 등록주의의 법적안정성
또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양하여
갈피를 잡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사전목록 언어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관 및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에 따른 언어관을 대입하여 심판, 원심 및 대상 판례를 분석하고,
비트겐슈타인 게임이론으로 나타난 ‘수요자 전반에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를 보호가치가 있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임을 밝히고, 이를
새로운 요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대상판례는 분리 관찰시 사전적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표장의 일부가,

필요성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분을 요부로 인정함으로써, 기
존과 다른 요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 계속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상표에 관한 논문들은 대개 상표를 권리로 바라보며 법학을 중심으로 서술

독창성

한다. 그러나 본 저는 상표를 기호라는 관점에 바라보며, 대상판례를 언어
학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파

급

효

과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에 대한 기호학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
표 심사 ․ 심판 현안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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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표법에서 등록주의 한계는 성문법의 고정성에 기인한다. 모든 사항을 법률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주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성문법이 이를 따라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불러온다. 이런 한계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체계 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례로 등록상표가 'STARBUCKS'로 존재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STARBUCKS'로만 사
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며211), 그 상표가 수요자에 다다라서도 오로지 'STARBUCKS'로만
인식되란 법도 없다. 실제로 상표 'STARBUCKS'는 수요자 간에 'STARBUCKS'로만 호칭
되지 않는다. ‘스벅’, ‘별다방’, ‘별카페’ 같이 다양한 호칭들이 범람한다. 그러나 등록상표
는 여전히 'STARBUCKS'로만 남아있다.
‘수요자에 의하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수요자 간 인식상표‘라고 함)는 등록상표
처럼 고정되어 있거나, 등록상표의 사용상표처럼 상표등록출원서라는 한계에 얽매있지
않다.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상표법상 권리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수요자의 오인·혼
동을 막기 위해 등록배제효로 규정되거나,21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건213)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권리 자체는 아니지만 상표법의 목적인 ‘수
요자의 이익보호’라는 법익을 위해, 그 권리 대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211) 물론 우리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표
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그대로 사용되었는지는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
212)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
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
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제34조 제1항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34조 제1항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
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13) 제33조 제2항: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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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적용기준은 판례들마다 다양하여 갈피를 잡기 힘들다.
먼저, 대법원 2005후728는 등록상표 ‘

’에서 'A6'가 요부인지에 대해 애초에 식

별력 없던 부분은 중심적 식별력이 없다면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2011후835는 선등록상표 `

‘ 및 ’

‘의 요부

를 판단하면서 “애초에 식별력이 없던 ’Coffee bean‘ 부분도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요
부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대법원 2014후2283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214) 적용에 수요자 간 인식
상표를 활용하는 예외적 판결을 하는데, “‘

’가 그 사용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수요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라고 판시한다.215)
특허법원 2015허5432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면서, 수요자 간 인식
상표를 배제효가 아닌 등록요건 식별력 근거로 사용, 후출원상표 ‘
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등록상표 ‘

’가 사용에 의

’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시한다.

한편, 이 사건 판례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
12호216) 적용에서 요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이 사용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생
부분이 식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하거나 최
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
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판시한다.
이처럼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판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적용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짚어내기가 어렵다. 이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의 고정되지
않은 성질 때문이다. 등록상표는 법률로서 고정되어 있지만,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그렇
지 않다. 계속 변화하니 결국 해석이 좌우하게 된다.
214)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5) 이 판결은 상표심사기준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진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한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16)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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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요자 간 인식상표의 명확한 적용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상표등록출원서에
명시된 기재가 아니라,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Coffee bean'같은 기술적
표장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대법원 2011후835 판례처럼, 기존에 공공재
였던 것을 사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이 뚜렷한 기준 없이 늘게 된다면 이는 등록주
의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등
록주의의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등록주의의 한계인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특이점이 될 것이다.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별다방’, ‘스벅’ 등으로 계속 변화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그것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저는 언어학을 중심으로 이 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안정성과 수요자 보
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아우르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 적용 기준점을 찾고자 한다.
법학이 아닌 언어학을 대입한 이유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언어이므로 언어 영역에
서 분석 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학은 힘의 배분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만, 수
요자 간 인식상표는 그런 권리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법학보다 언어적 관점이 ‘수요자
간 인식상표’ 판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기초사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구

성

출원번호

41-2008-0004736

등록번호

41-0176248

출 원 일

2008. 2. 25.

등록일

2008. 10. 25.

지정서비스업

44류:내과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
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신경정신과업, 약국업, 약조제업, 외과업, 원
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업, 의원업, 이비인후과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서비스표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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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
(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
구

성

출원번호

41-1993-0002249

등록번호

41-0025734

출 원 일

1993. 4. 28.

등록일

1995. 1. 18.

42류: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 성인병연구업, 남성의학연구업, 여성의학연구업, 인
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인터넷을이용한 건
지정서비스업

강자문업, 척추지압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44류:의료업, 병원업, 한의원업, 병리실험서어비스업, 건강진단업, 요양소업, 인터넷
을이용한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이용한건강상담업, 인터넷을이용한건강자문업,
척추지압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구

성

출원번호

41-1993-0002248

등록번호

41-0025691

출 원 일

1993. 4. 28.

등록일

1995. 1. 17.

지정서비스업

44류:의료업, 한의원업

서비스표권자

원고

(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3
구

성

출원번호

41-1993-0002246

등록번호

41-0025691

출 원 일

1993. 4. 28.

등록일

1995. 1. 18.

42류:약제연구업
지정서비스업

44류:의료업, 한방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
강상담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자문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건강진단업, 병리
실험서비스업, 척추지압업, 요양소업.

서비스표권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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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
구

성

지정서비스업

한의원업, 한방병원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선 사 용 자

원고 또는 자생의료재단

나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3. 4. 28.자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2,3을 출원하여 각각 1995.1.18
자,1995.1.17.자,1995.1.18.자에 등록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2008.
2. 25.자 출원하여 2008. 10. 25.자 등록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07.11.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청구인의 주지ㆍ저명한 이 사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1,2,3과 유사한 표장으로, 공존하는 경우 수요자의 오인ㆍ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고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할 것이고, 무형적 가치
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
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심결의 요지(특허심판원 2014당1671)

(1)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 호칭 ․ 관념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
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 호칭 ․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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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비스표 1 “

”는 한글 3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선등록서

”,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

서비스표 3 “

”, 이 사건 선등록

”은 각각 한글 2자, 5자, 6자로 구성되어 양 표장들은 글

자 수, 글자체 등의 차이로 외관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사전적 의미는 없으나 ‘저절로 자라나는 풀’ 정도의 의미
를 연상시키는 조어 표장으로 구성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그 구성상으로나 의
미상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고 3음절의 짧은 음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자생초’ 전체적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할 것이다. 또한 선등록서비
스표들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자생’이라 할 것이어서 선등록서비스표들도 모두 ‘자생’으로
약칭되거나 표장 전체적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자생초’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와 칭호가 구별된다. 또한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 또는 ‘저절로 생겨남’ 등의 의
미를 지니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관념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ㆍ칭호ㆍ관념에 있어 모두
비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

판결의 요지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요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1) 원심판결(특허법원 2015허3887)=소극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
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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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는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
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
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
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대비되는 서비스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
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건 선등록서비스표 1 “

”는 한글 3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

”,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3 “

”, 이

”은 글자수, 구성글자가 달라 외관이 유사하

지 않다.
관념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국어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
어이나, 앞의 두 음절인 ‘자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자생(自生)’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초’는 약초(藥草),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草)을
의미하는 접미어로 많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풀’ 등으로 관념된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자생(自生)’ 등으로 관념된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3과 선사용서비스표도 지정(사용)서비스업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는 ‘한의원’, ‘한방병원’을 생략한 ‘자생’만으로 관념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생초’는 저절로 자라는 ‘풀’을 의미하고, ‘자생’은 저절로 자라는 ‘상태’ 등을 의미하므
로,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자생초’로 호칭되고, 3음절로 호칭이 짧으며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체로서 호칭되고 일부만으로
약칭되지 않는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자생’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
스표 2, 3과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는 호칭이 5음절 또는 6음절의 ‘자생한의원’ 또는
‘자생한방병원’으로서 비교적 길고, 그중 ‘한의원’, ‘한방병원’은 지정(사용)서비스업을 표
시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자생’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자생초’와 ‘자생’은 앞의 두 음
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자생초’는 ‘초’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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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지막 음절인 ‘초’의 초성이 파열음으로서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청
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4후2283)=적극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
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
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 판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수요자에게 두드러
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
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
하거나 일반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
별력 수준이나 그 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 부
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
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2, 3 및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서
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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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자생한의원’이나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서비스표가 ‘한방 의료업’ 등에 사용
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비스표
들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
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널
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 등에서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 부분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
스표들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초’ 부분은 약초
(藥草)나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
업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
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
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
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둘 다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
의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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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언어관에 따른 이 사건 판례 분석
사전목록 언어관

사전목록 언어관은 전통적 언어관이라고도 불린다. 그 역사는 구약성경에까지 내려간
다. 창세기를 보자. 신이 세상 만물을 짓고, 이후 사람이 그 만물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인다.217) 사전목록 언어관은 이처럼 대상이 언어에 앞서 존재하고, 그 대상에 하나하
나 이름이 붙어있다는 언어관이다. 그래서 언어와 대상은 일대일로 대칭한다. 언어 기호
와 지시대상 사이 관계는 필연적이다.
<표 6>

대상

언어

=

꽃

일례로 대상 “꽃”이 언어 “꽃”인 이유는 대상 “꽃”에 그런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다.
“꽃”이란 이름은 곧 대상 “꽃”을 의미한다. 언어는 대상에 내재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다. 사람은 대상의 창조주는 아니지만, 언어를 통해 대상에 이름
을 부여하고 이를 지배하는 통제자이다. 이런 사전목록 언어관은 19세기 말 소쉬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서구 사회를 지배했다.
사전목록 언어관에서 언어활동은 실제 세계의 대상이 있고, 이를 표상하는 주관이 의
식 속에 생기고, 이어서 그 관념이 언어로 표현된다. 관념이 없으면 언어도 없지만 언
어가 없다고 관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신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신이라는 단어
가 생길 수 없지만, 신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217) 창세기 2:19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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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제는 사전목록 언어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같은 논리는 상표에 있어 사용주의를 뒷받침하게 된다. 어떤 언어는 그 대상이 먼
저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된다. 예를 들면 'STARBUCKS'라는 상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STARBUCKS'라는 대상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다. 'STARBUCKS'라는 대상 없이
'STARBUCKS'라는 상표는 있을 수 없지만, 'STARBUCKS'라는 상표가 없다는 이유로
'STARBUCK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주의에서는 그
존재를 공인하는 설정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대상과 언어가 동일하므로,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시대상을 표현할 수 있
다. 그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시대상을 잘못 표현하거나 불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된다. 즉,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정확한 언어가 ‘진리’로 작용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언어는 ‘거짓’ 혹은 ‘가짜’가 된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상
응된다. 플라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절대 진리인 이데아(Idea, 원본, 실재)가 있으나,
사람이 인식하는 건 이데아의 그림자(Eidolon, 映像, 현상)에 불과하다. 이는 이데아와
수직적으로 유사한 것(Eikōn, 복제물, 모상)도 있으나, 그 그림자를 보고 따라 그린 낙
서처럼 이데아에서 떨어진 저급한 ‘가짜(Simulacre218), 복제물의 복제물, 허상)’도 있
다.219) 이처럼 플라톤이 진리(원본)와 진리를 닮은 것(복제물)과 진리가 아닌 것(가짜)
을 나눈 것처럼, 사전목록 언어관도 ‘대상’과 ‘대상과 일대일로 상응하는 완벽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를 나눈다.
일례로, 상품 커피에 ‘STARBUCKS'라는 상표가 2018.01.01.자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STARBUCKS‘라는 상표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데아요, 원본이다. 상표
사용자는 원본을 의도하기 위하여, 그 원본을 복제한 모습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
(복제물). 그러나 이후 다른 커피 상품에 ’STARBUCKS‘라는 상표가 붙어 사용된다면,
이는 2018.01.01.자 처음 쓰인 상표 ’STARBUCKS‘의 대상을 왜곡하는 저급한 가짜가
된다. 그 커피는 2018.01.01.자에 처음 사용된 그 커피를 원본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218) 그리스어는 판타스마타(Phantasmata)이며,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이를 프랑스어로 옮긴 단어이다. 가상,
허상, 환영, 거짓, 시늉, 흉내, 우상 등을 나타낸다.
219) 플라톤,「국가」, 천병희 역, 숲, 2013,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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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복제)

(복제)

원본1

원본1의 복제물

선사용일:2018.01.01

생성일:2018.01.01.

5

원본2

원본1의 복제물의 복제물(가짜)

선사용일:2018.02.03

생성일:2018.02.03.

⤏
원본2의 복제물
생성일:2018.02.03.

⟶
(복제)

이런 사전목록 언어관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란 “원본이 복제되지 않은 상표”이다.
이 사건 판례에서는 후출원 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자생초’가 선출원 된 이 사건 선
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인 ‘자생’의 복제물인지가 문제가 된다.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을 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원본을 왜곡하는 ‘가짜’가 되
지만,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다른 독립된 원본을 복제한 것이면, 이는 서
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기호이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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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살펴보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저절로 나서 자람(自生)’, ‘자년(子年)에
태어난 사람(子生)’,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함(資生)’이라는 의미를 지칭한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표장으로 사전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
표인 ‘자생초’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인 ‘자생’의 복제물이 아니다. 서로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서비스표로 쓰인다고 하여도, 그 단어들은 서로 다른 대상
을 지칭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
과 독립된 식별력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중략)......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심결의 판단기준에 부합한다.

가

소쉬르 구조주의

사전목록 언어관에서 언어와 대상은 일대일 대칭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언어와 대상
이 정말 일대일 대칭관계에 있을까.
프랑스어의 ‘Mouton’과 영어의 ‘Sheep’을 살펴보자. 이 두 단어는 전부 ‘양’이라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요리되어 식탁에 놓인 한 점의 고기에 대해
‘Mutton’이라고 하지 ‘Sheep’이라 하지 않는다. 즉, 영어는 한 점의 고기를 표현하는 용
어인 ‘Mutton’과 살아있는 양을 표현하는 ‘Sheep’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Mouton’으로 표현한다.220) 이는 언어와 대상이 일대일로 대칭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따르면 언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동적인 도
구가 아니다. 언어는 오히려 그 언어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세계를 적극적으
로 재단하는 폭력적인 매체이다.221) 여기서 구조(Structure)란 개별적 요소(Element)들
이 모여 작동하는 전체이다. 일례로 사회가 구조라면 그 구성원은 요소이다. 구조와 요
소의 관계는 종속적이다. 사회체제가 민주제를 택하고 있다면 개인은 민주시민이 되고,
군주제를 택하고 있다면 개인은 양민(良民)이 된다. ‘구조’는 주체의 자율성을 제거하기
220) 프랑스아즈 가데 저, 김용숙 ․ 임정혜 역, ｢소쉬르와 언어과학｣, 현대신서, 2001, 61-62쪽, 페르디낭 드 소쉬
르 저,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160쪽
221) 강인규 저. ｢소쉬르와 퍼스 다시 읽기｣, 철학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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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구조주의에서 요소는 연구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구조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
다.222) 따라서 구조주의에서는 연구에 앞서 전체에서 구조인 부분이 무엇인지 ‘분리’해
내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소쉬르 역시 언어학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언어 총체인 랑가주(Langage)에서 언어의
구조적 부분인 랑그(Langue)를 분리하는 작업 먼저 시작한다.
‘랑가주’는 언어의 전반적인 것을 통튼 것이다. 사람은 언어를 이용하여 관념을 밖으
로 나타내고, 또 밖으로 나타내어진 언어 소리를 어떤 관념으로 받아드려 머릿속에 저
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언어활동, 이 언어활동에서 발생하는 언어현상, 그 언어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능력 등 언어 총체를 전부 ‘랑가주’라고 한다.223)
‘랑그’는 랑가주에서 소쉬르가 분리해 낸 언어의 구조적 부분으로, 언어 공동체 구성
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언어 체계를 의미한다. 일례로 표준어나 표준국어문법은
랑그이다. 구조주의에 의하면 언어구성원들이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전에 언
어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하고 약속된 언어의 사회적 규약, 즉 랑그가 있기 때문이다.
랑그는 언어구성원들의 언어생활을 지배한다. 일례로 국어가 일본어로 바뀐다면 사람들
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랑그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언어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편적이고 객
관적이게 박탈하는데서 나온다. 때문에 소쉬르는 랑그를 ‘사회적 규약(Code)의 총체’,
‘언어능력의 사회적 산물’, ‘언어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고 표현한다.224)
이는 반대로 랑그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다. 개인의 발화는 랑그의 범
위 안에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례로 한국어가 국어인 곳에서 혼자 일본어를
하고 있다면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다. 이처럼 실제 현실 상황에서 개인이 소리 내어
말하는 언술이나 진술 등을 ‘파롤(Parole)’이라고 한다. 이는 구체적인 발음의 차이와 그
것에 따른 의미의 다양성들의 차원, 각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으로 심리적, 물리적
발화 작용 등이다. 일례로 개인이 발화하는 사투리나, 상기 일본어의 발화는 ‘파롤’에 속
한다.225)
222) 강인규 저, 앞의 논문
223) 소쉬르는 글 쓰는 것을 배우기 전에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본질은 글이 아니라
말로 보았으며, 주로 입말을 기준으로 언어의 구조를 밝힌다. 참고로 '랑가주(langage)'는 '혀', '말'을 뜻하는
라틴어 'lingua'를 어원으로 하며 '말로 표현되어 지는' 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최
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224)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15쪽
225)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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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는 이를 체스에 비유한다. 우리가 체스라는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놀이에
앞서 존재하는, 그 ‘놀이의 규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놀이의 규칙은 놀이가 시작되
기 전에도 존재했고, 매 수를 놓은 다음에도 존속한다. 그렇게 완전히 안정된 규칙이
언어에도 있으며, 그것들이 언어학의 항구적인 원칙이 된다.226)
정리하자면 다음 <표 8>과 같다.
< 표 8 >227)
랑가주(Langage)
언어활동, 언어현상, 언어능력을 포함한 언어 총체
랑그(Langue)/구조

파롤(Parole)/요소

언어의 사회적 제도 ․ 제약 ․ 체계
(예:국어, 표준어, 표준국어문법 등)

개인의 언어 사용 행위
(예:일본어, 사투리, 신조어 등)

공동체 특유의 성음 기호 및 규칙 체계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말

발화된 언어의 실행을 통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화자들 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문법체계

①화자가 개인적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코드
를 사용 시 행하는 결합
②화자가 이 결합을 표출하도록 해주는 정신적이
고 물리적인 메커니즘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동일한 언어공동체의
사회 제약 총람

공유어의 지방적 형태

랑그가 언어의 구조라면, 파롤은 그 구조의 지배를 받는 요소이다. 랑그가 파롤의 전
제라면, 파롤은 그 현상이다. 랑그가 언어활동의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라면, 파롤
은 언어활동의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소쉬르는 언어의 구조 부분인 ‘랑
그’만을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파롤은 랑그에 의하여 자율성을 제거당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쉬르가 언급하게 될, 언어학의 대상으로서 ‘언어’란 바로 ‘랑그’만을 가
리키게 된다.
소쉬르에 따르면 랑그는 ‘기호(Signe)들의 체계’이다. 그 기호들은 대상에 대한 특정
한 인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호들은 세계를 제각각 나누고 분절시킨다. 이
226)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122쪽
227) 김영순 저, ｢소쉬르의 기호학적 의미｣, 철학 아카데미, 2001, 4쪽,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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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땅따먹기 놀이와 비슷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꽃이 맞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줄기가 맞지만 저기부터는 아니고.......’라는 방식으
로 대상을 나눈다.228) 이는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언어는 그 대상에 대칭한다고 보았던
사전목록 언어관을 뒤집는다.
대상이 언어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언어가 대상을 규정한다. 대상이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게 아니다. 대상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계약된다.
언어는 본질이고, 세계는 현상이다. 사전목록 언어관에서 언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
추는 거울이었다. 그러나 구조주의에서 언어는 세계를 재단하고 창조하는 수단이다.
이는 등록주의와 상응한다. 어떤 표장에 지정상품을 한정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
은 구조주의 언어관에서 세계를 분절하여 창조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대상이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표를 통하여 그 대상이 태어난다. 일례로 사전목록 언어관에서
'STARBUCKS'라는 상표가 존재하는 건, 'STARBUCKS'라는 대상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등록주의에서 'STARBUCKS'라는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STARBUCKS'라
는 상표가 먼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은 그 'STARBUCKS'라는 상표 이후
에 존재하게 된다.
<표 9>

랑그
대한민국 상표법 체계
등록상표
제40-0403696호

대상

⤏

사용주의에서 상표는 앞서 존재했던 대상 그 자체였기에 설정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
았다. 그러나 등록주의에서는 그것을 구조로 편입시켜 언어공동체의 자율성을 객관적이
고 보편적으로 박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주의에서는 어떤 상표를 구조에
편입시키는 설정등록 절차를 요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일 언어와 대상이 일대일 상응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22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166쪽

www.kipo.go.kr _ 165

장려상

우리는 어떻게 언어기호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꽃’이 ‘꽃’이 아니고,
'STARBUCKS'가 'STARBUCKS'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 기호(Signe)들이 구분되는가.
소쉬르는 기호에서도 구조 부분과 요소 부분을 나눈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에서 구
조는 ‘시니피앙(Signifiant, 記標)’이며 요소는 ‘시니피에(Signifie, 記意)’이다. 시니피앙
(Signifiant)은 프랑스어 ‘Signifier’의 현재분사로써 ‘의미하게 하는 것’이며, 시니피에
(Signifie)는 그 과거분사로써 ‘의미되어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이라는 소리
나 글자를 들을 때 머리 속에 향기로운 꽃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때 소리나
글자는 ‘시니피앙’이 되고, 이것의 자극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념은 ‘시니피에’
가 된다. 이 둘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기호가 형성되는데, 이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
상호작용을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고 한다.229)
< 표 10 >

언어기호

꽃

시니피앙
(의미하게 하는 것)

=

꽃
[꼳]

시니피에
(의미되고 있는 것)

+

이 의미작용은 자의적(Arbitrainess)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한 시니피앙이 그 시니피
에와 결합되어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나 자연적 동기는 없다. 일례로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어의 외형에 실제 꽃을 표현하는 요소가 담겨 있어서가 아니다. 소리
나 글자는 그것이 지시하는 관념과 어떤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없다.230) 그러나 사회적
관습(Convention)에 의해 그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231)
하나의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낳을 뿐, 결코 언어 밖에 있는 물
리적 현실을 지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꽃’은 ‘배’가 아니고, 'STARBUCKS'가 아니고, ‘강
호동’이 아니기 때문에 ‘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사전을 찾는 행위와 유사하다. ‘꽃’이
229)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90-93쪽
230) 물론 중국의 한자와 같은 상형문자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언어의 외형적인 요소를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겠으나.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서는 청각 영상과 언어 개념의 관계로 이를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95쪽).
231)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9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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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꽃식물의 생식 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풀이
하기 위해서는 ‘꽃식물’이 무엇인지, ‘생식’은 무엇이고, ‘기관’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생식’을 다시 사전에서 찾게 되면 ‘생물이 자기와 같은 종류의 개체를 새로이
만들어 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생식’을 알기 위해서는 ‘생물’이 무엇인지, ‘자기’는
무엇인지, ‘와’는 단어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며, ‘같은’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전 찾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이것이 꽃이다.”라는 명
확한 한정이 아니라, 무수한 시니피앙의 다발뿐이다.
이런 시니피앙의 다발 속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한 시니피앙과 다른 시니피앙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꽃’이라는 시니피앙은 ‘꽃식물’, ‘생식’, ‘기관’ 등의 다른 시니
피앙과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의미가 산출된다. 꽃은 ‘생선’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
니고, ‘사람’도 아닌, ‘~이 아니’라는 기호의 다발 속에서 차이를 통해 의미를 드러낸다.
더 쉽게 말하자면 ‘A’이라는 기호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B’나 ‘C’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택된 기호의 의미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기호들에 의해서 결정
된다.232)
이는 상표 기호도 마찬가지다. 특정 커피의 시니피에가 반드시 'STARBUCKS'란 시니
피앙에 담겨야 될 자연적인 동기나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반대로 'STARBUCKS'란
표장이 꼭 특정 커피의 시니피에를 담아야할 자연적인 동기나 필연적인 이유 또한 없
다. 그럼에도 'STARBUCKS'가 다른 커피상표들과 구분된다면 이는 'STARBUCKS'가 아
닌 다른 커피 상표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즉,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
< 표 11 >
(통합체)
주어부
(계열체)

수식어부

목적어부

서술어부

대명사

고유명사

부사

일반명사

동사

나(는)

지효(와)

함께

춤(을)

추러 갔다

너(는)

쯔위(와)

따로

벌초(를)

하러 갔다

그(는)

미나(와)

똑같이

인형(을)

뽑으러 갔다

:

:

:

:

:

*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조사’
232)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 앞의 책 166-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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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의 단어기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표 11>처럼 문장에 있어서도 차이
가 의미를 결정한다. 문장은 크게 통합체(Syntagm)와 계열체(Paradigm) 관계로 이루어
져 있는데, 계열체는 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택해야하는 항목으로 등가를 지닌 언
어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통합체는 계열체에서 선택한 기호들을 조합한 결과로서
언어 행위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언어 기호 결합체를 뜻하며, 구, 절, 문장 등이 이
에 속한다.233)
이때 계열체 내 성분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고, 등가의 집합인 계열체내에서
서로 비교 및 대조되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가 이루어진다. 일례로 ‘나’,
‘너’, ‘그’ 는 대명사라는 점에서, ‘지효’, ‘쯔위’, ‘미나’는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춤’, ’벌초‘, ’인형‘은 명사라는 점에서 등가관계를 이룬다. 이때 “나는 지효와 함께 춤을
추러 갔다.”라는 문장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함께 간 사람이 ’쯔위‘나 ’미나‘가 아니기 때
문이며, 함께 한 것이 “벌초”나 “인형”이 아니기 때문이고, 함께 한 행위가 “하러갔다”거
나 혹은 “뽑으러 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로” 혹은 “똑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기호는 내재적으로 어떤 식별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하나의 기호가 지
닌 의미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기호, 즉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역으로 차이가 없다면
언어기호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소쉬르에 언어관에 따르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란, ‘차이가 없는 상표’, 즉, ‘구분되지 않는 상표’를 말한다. 일례
로 어떤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차이가 없다면 서로 구분되지 않
음으로 동일한 기호가 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 상표법 및 판례에서 동일 ․ 유사 판단기준으로, 요부 판단이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구조주의 언어관에 기인한다. 동일한 원본이 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양 상표의
차이가 없다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원심 판결은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233) 강인규 저,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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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다.
그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생초’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인 ‘자생’은 서
로 구분되는 상표일까. 구분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이 두 상표는 서로가 서로를 의미하
지 않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자생은 ‘자생초가 아닌 지점에 있어야 하고, ’자생초
‘는 자생이 아닌 지점에 있어야 한다. 즉 두 단어의 시니피앙, 시니피에, 혹은 이 둘의
의미작용을 거쳐 하나의 기호가 된 모습들에 서로 차이가 있어 교체될 수 없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자생초’를 살펴보자. 외관을 보면 구성문자가 3글자로 짧고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그 구성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분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생초’라는 전체적인 외관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선등록
/선사용서비스표들은 글자수, 구성글자가 다르다. 그러므로 외관에 있어 ‘~이 아닌’ 지
점, 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 구분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관념을 보면 ‘자생초’는 국어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므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직감한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앞의 두 음절인 ‘자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초’는 약초(藥草),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草)을 의미하는 접미어로 많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풀’
등으로 관념된다고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의
‘자생’은 ‘저절로 자라는 상태’ 등을 의미한다. 이는 풀이라는 관념으로 한정되는 이 사
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였을 때

‘~이 아닌’ 지점, 즉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관념상 구분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에 불과하므로 ‘자생초’ 전체로 호칭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은 ‘자생’이라는 두 글자로 호
칭된다. 호칭에 있어 양 상표의 앞에 두 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자생초’는 ‘초’라는 음
절이 부가되어 전체로 3음절이고, 부가된 마지막 음절인 ‘초’의 초성이 파열음으로서 비
교적 명확하게 발음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며, 구분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아닌’ 지점, 즉
차이로 인하여 서로 구분되는 상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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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

구조주의는 언어공동체가 발화하기 전에 공유되는 사회적 언어 체계(랑그)가 미리 전
제되어 있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의 발화는 랑그의 범위 안에 있어야 의사소통
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례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표준어
나 표준국어문법 등 언어에 대한 사회적 규약이 미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랑그가 전제되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까. 랑그 범위 밖에서 발화를
했을 때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는 과연 없을까.
집짓는 장인이 제자를 키우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장인은 제자에게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이 무엇인지 가르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벽돌'은 사전적 의미다. 그러나 '벽
돌'이 꼭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 표 12 >
분류

상황

발화

상황 A

장인이 제자를 앞에 두고 벽돌을 쌓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에 있던 벽돌
을 다 쓴 장인이 제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외친다.

"벽돌!"

상황 B

장인이 제자에게 벽돌쌓기를 시켰다. 장인이 제자가 쌓은 벽을 살펴보다 빈틈
을 발견한다. 장인이 그 빈틈과 제자를 번갈아 보며 신경질적으로 외친다.

"벽돌!"

상황 C

제자가 쌓아진 벽돌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려고
한다. 제자와 떨어진 거리에 있던 장인이 제자를 바라보며 황급히 외친다.

"벽돌!"

상황 A,B,C 모두 "벽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 의미의 벽돌만
뜻하지 않는다. A에서는 "벽돌을 건네라."라는 의미로, B에서는 빈틈에 “벽돌을 채워라.”
라는 의미로, C에서는 “벽돌을 피해라.”라는 의미로 쓰였다. 사전적으로 ‘벽돌’에는 “건네
라.”, “채워라”, “피해라“라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 된 때에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 의미가 표준어 등 사회적 규약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며, 개인의 발화가 랑그의 범주 내에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 구조주의 관점을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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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의미는 사용 전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정해지는 건 오히
려 사용 시점이다. 이처럼 언어의 의미가 랑그가 아닌, 사용(용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용도의미론(The use theory of meaning)’234)이라고 한다.235)
용도의미론에 따르면 등록상표 시니피에가 상표등록출원서에 고정되어 있어도, 실제
의미는 사용상표를 통해 정해지게 된다. 일례로 지정상품 핸드폰, 책상, 볼펜과 표장
‘Apple'이 결합된 등록상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에만
부착되어 팔리고 있다면, 그 순간 책상 및 볼펜은 의미에서 탈락되고 상품 ’핸드폰‘을
가리키는 상품 표지의 의미로만 확정된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랑그가 미리 전제되어 있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일까. 장인과 제자는 어떻게 ‘벽돌’이라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판단의 일치’에서 답을 찾는다. 즉, 화자와 청자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판단의 일치가 가능한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그 언어에
대하여 ‘같은 규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장인이 제자에게 손을 내밀면
서 "벽돌!"이라고 말했을 때 제자가 벽돌을 건넨 것은 그들 사이에 그런 규칙이나 합의
가 있었기 때문이다.236)
이는 소쉬르의 랑그 개념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소쉬르도 랑그를 언어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규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규약 사
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소쉬르의 규약은 항구적인 ‘사회 구조’이다. 그러나 비트겐
슈타인의 규약은 언어 사용자 간 ‘사적 규칙’이다. 체스를 할 때 비숍을 빼고 하느냐,
나이트를 네 칸 뛰기로 할 것이냐 등은 게임의 규칙은 참가자 간 합의에 따라 다양하
게 존재할 수 있다. 언어활동도 마찬가지다. 그 언어기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
는 언어 공동체의 사적 규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237)
일례로 랑그에서 ‘Coffee bean’는 ‘커피콩’이라는 시니피에를 지닌 언어기호이다. 이를
상품 ‘커피콩’의 상표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구조주의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그 표
장이 커피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표인지 식별할 수가 없다. 그 표장이 랑그에 커
234)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누어진다. 그는 전기 철학에서 언어가 세계와 상응하는 구조
를 지니고 있다는‘그림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벽돌의 사례에서 보았듯 언어는 세계 그 자체와 상응하
지 않는다. 용도의미론은 이런 그의 전기철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235)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23-33쪽
236)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43쪽, 61-62쪽
237)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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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콩 자체를 가리키는 언어 기호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양한 커피콩을
파는 가게에서 “커피콩 하나 주세요.”한다면 그것이 어떤 커피콩인지 알 수 없다. 그러
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 의미는 상황과 맥락에 의존한다. 설사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사용자와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은 특정한 커피콩을 가리키는
상품 표지를 가리킨다.’라는 규약이 세워져 있다면, 이들 사이에서 그 표장은 특정한 커
피콩을 가리키는 상품표지로 통용될 수 있다.
< 표 13 >
파롤
(화자)

파롤
(청자/판단일치)

⤏

“

”

⊃ 커피브랜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은 처음부터 식별력이 없던 상표일지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언어게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상표 사용자가 ‘Coffee bean’을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
로 사용하면, 수요자는 그 상표사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그런 사용자의 규약을 받
아드려야 한다. 이 같은 언어게임이 이뤄지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언어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이는 배제효로 작동하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식별력을 얻는 상황 또한 설명한다.
< 표 14 >
등록상표

사용상표

수요자 간 인식상표
별다방

대한민국
상표법 체계
등록상표

⤏

제40-040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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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카페
스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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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다시피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게임을 하는 것이다. 같은 규칙을 합의해야
게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규칙은 절대적이지 않다. 등록상표가 'STARBUCKS'로 존
재하고, 상표 사용자가 이를 'STARBUCKS'로만 사용해도, 수요자들은 ‘스벅’, ‘별다방’,
‘별카페’ 같은 다양한 표장들을, 상표 'STARBUCKS'를 지시하는 기호라는 규칙을 세우고
언어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언어게임의 공간에서 ‘스벅’, ‘별다방’, ‘별카페’
라는 표장은 상표 'STARBUCKS'를 지시하는 기호로써 의사소통 된다.
이렇듯 언어게임으로 다양한 규칙이 세워질 수 있기에, 하나의 언어에는 수많은 의미
들이 부여될 수 있다. 반대로 그 언어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런 의미들 또한
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규칙의 유동성(流動性)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
언어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언어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스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
의 위치뿐만 아니라, 체스 판에 있는 다른 말들의 위치도 알아야 한다. 또 그 말이 하
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역할도 알아야 하며, 그 말이 다른 말들과 어떤 관계
를 맺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체스말의 단순한 합으로 체스게임이 성립하지 않듯이,
언어도 각 단어들의 단순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238) 일례로 “올해는 수지가 최고입니
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올해”, “는”, “수지”, “가”, “최고”, “입니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전부 안다고 해서 전체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의 단어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제외하고 그 부분만 따로 빼낸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수지’는 상황에 따라 합성 ‘수지(樹脂)’일 수도 있고,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경제용어인
‘수지(收支)’일 수도 있으며, 가수 이름인 ‘수지’일 수도 있다. 단어들은 언어 사용자들의
생활양식, 사회성 등 주변 영향을 받아 다양한 규칙을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단어와 관계된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밧줄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로 이를 설명한다. 밧줄은 여러 가지의
실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실들이 모여 밧줄을 구성한다. 실들 각각은 약하지만, 실들
이 모여 밧줄을 만들게 되면, 실들 각각이 가지는 힘보다 강한 힘을 내게 되어, 끊어지
지 않는 밧줄이 된다. 이처럼 언어란 낱개로 보면 엉성하지만, 모두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강력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언어는 그물처럼 되어있다. 그물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 잡아당기면, 그 부분만 따로 빠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238)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43쪽, 61-66쪽, 71쪽,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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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따라온다. 언어는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환원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의
미상 연관이 되는 모든 부분을 이해해야 언어의 짜임새를 알 수 있다.239)
그럼 언어기호들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언어가 대상과 동일하게 상응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로 인하여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언어기호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가족 유사성’은 한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기 약간씩 차이를 보이면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속성들을 가리킨다. 일례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똑같진 않지만 딸은
어머니의 코와 아버지의 입을 닮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눈과 아버지의 코를 닮았다. 가
족 구성원 전부가 어떤 동일한 것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일례로 가족구성
원 전부가 코가 똑같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각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교차하
고 중첩되는 속성들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240) 쉽게 말하자면, 구조
주의에서 어떤 것이 빨간색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파란색’ 등 다른 색이 아니기 때문이
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과거에 빨간색이라고 불린 것들 중 어떤 것과 ‘유사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간색이라고 불리게 된다. 한 용어의 적용이 과거의 경우로부
터 새로운 경우로 확장되는 것은 물레에서 실 가닥과 실 가닥이 서로 꽈지는 것과 같
다. 그 실의 힘은 실 전체 길이만큼 긴 하나의 실 가닥 때문이 아니라, 많은 실 가닥들
이 서로 겹쳐 있는 상태 때문에 유지된다.241)
이는 같은 단어라도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
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일례로 괌(Guam)에서 ‘고래’를 표현하기 위해 ‘Whale'이라는 단
어를 쓰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Whale’은 흑동고래처럼 몸집이 큰 고래를 가리키는
데, 괌에는 그런 고래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돌고래를 의미하는 ‘Dolphin’이라
고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 괌이 ’Dolphin' 출몰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몸집이 큰 고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괌 사람들에게 고래와 유사한 개념은 ‘Dolphin’뿐
이다. 그러나 한국은 ’Whale‘과 ‘Dolphin’ 전부 고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항구적이지 않다. 만일 괌의 자연환경이 ‘Whale'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Whale'도 ‘Dolphin’과 유사한 개념이다.”라는 규약
23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66쪽, 71쪽, 106쪽
24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77쪽, 95쪽
24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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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어게임을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괌에서도 고래는 ‘Whale'과 ’Dolphin'의 의미
를 전부 포함한다는 언어게임을 할 수 있다.
언어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체로 그러한 것', ‘어느 정도 그러
한 것'만이 허용된다. 언어는 대략적인 이해와 해석 정도만 가능하다.242) 이는 언어가
대상 자체라고 한 사전목록 언어관 및 언어를 항구적 구조로 바라본 구조주의 언어관의
관점을 뒤집는다.
이를 이 사건 판례에 적용하면, 비트겐슈타인 후기 이론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
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란 ‘가족유사성이 있는 상표’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그러하다.’ 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
는 상표이다. 이 때 유사하다는 것은 그 상표로 언어게임을 하는 참가자들에 의하여 정
해지게 되므로, 어떤 상표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을 파
악해야 한다. 즉,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이 언어게
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위치, 역할, 양 상표의 관계, 그리고 양 상표와 관계를 맺게 되
는 다른 요인 등 양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면이 파악되어야 한다.
< 표 15 >
사용 전

사용 후

구조적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A

B

C

D

E

랑그

등록상표

사용상표

수요자 간
인식상표

수요자 간
인식상표

⟶
자생⊃자신의 힘
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

41-0025734
41-0025691
41-0025691

⟶
⟵

자생⊃
특정한
한방병원

⟶
⟵

자생⊃
특정한
한방병원

⊃특정한
한방병원

242)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 앞의 책, 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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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인 ‘자생’을 살펴보면, 이는 사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를 가진 언어기호이다. 그러나 상표법
체계를 통하여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서비스표’라는 의미도 가진 기호가 되었다.
구조주의였다면 그 기호의 의미는 A나 B시점에서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기호의 의미는 사용 후 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C,
D, E시점에서 그 의미가 정해진다. ‘자생’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를 가진 언어기호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상표 사용자가 “‘자생’은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서비스표다.”라는 규약을 세우고
수요자에게 언어게임을 제안하면(C), 수요자는 그 상표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표사용자의 언어 규약을 받아드려야 한다(D). 또 그 수요자는 같은 규약으로 다른 수
요자에게 언어게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수요자는 그 수요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그 언어게임에 동참할 수 있다(E).
이 같은 언어게임이 언어 공동체 전반에서 이뤄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마치
구조주의에서의 구조(랑그)처럼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랑그처럼 작동할 뿐
이지, 실제 랑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생'은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서비스표”라는 규칙이 수요자 전반에서 수용됨으로서 그 판단시점에서 마치 보편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일 뿐, 항구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건 아니다.
이 사건 판례는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을 언
급하면서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비스표들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
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
욱 강해졌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
보의 정도”는 상표사용자가 언어게임을 제안한 C시점이고, 그러한 제안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D와
E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일부 수요자가 아니라, ‘수요자 전반’에서 “‘자생’은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서비스
표”라는 규칙으로 언어게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등록서
비스표 등록결정 시점에서 ‘자생’은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기호로 마치 랑그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생’에 ‘초’를 하나 더 붙였을 때, 그것이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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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들이 의미하는 한방병원과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초’
자는 ‘약초(藥草)’나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한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자생초’는 상표로 사용되었을 때 ‘스스로 자라나는 풀’이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나,
‘자생이라는 특정한 병원의 풀’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언
어기호로 사용 중인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에 ‘초’를 하나 더 붙었다고 이 사
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은 가족유사성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
여도,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이 지니고 있던 속성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속성,
즉 ‘자생이라는 특정한 한방병원과 견련성이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례의 요부 적용 방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
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수요자에게 두드
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구 판례들에서 분리관찰은 보통 사전적 의미의 단어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적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요부를 잘못 분리하는 경우 단어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일례로 ‘가리비’라는 단어에서 ‘가리’ 따로 ‘비’ 따로 분리하는 경우 그 단어는
처음의 ‘가리비’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판례에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얻은 단어까지 포함하여 요부의 기준으로 삼는다. 설사 사전적 의미로
단어를 분리하지는 못할지라도 요부는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과 상응한다. 사용 후 식별력이 발
생한 부분을 요부로 인정하고,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표 동일유사를 판단한다. 이에 따
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독립된 식별표
지가 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사용 후 식별력이 형
성된 요부로 인하여,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서로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유사한 속성, 즉 가족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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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간 인식상표 적용 기준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요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 사건 판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 이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적용된 언어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심은 소쉬르의 구조주의에 상응한다. 구조주의에서 요소(사용 후 상표)는 구조(사용
전 상표)에 의존한다. 즉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표 동일 ․ 유사 판
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 이후 발생한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요
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제 심판 및 원심은 상표의 동일 ․ 유사 판단에서 사용상
표를 제외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글자 수, 구성 글자, 상표를 이
루는 그 표장의 사전 등재 여부, 사전 상 관념, 문법체계로 인하여 발화되어지는 호칭
등 사용 전에 존재한 상표만을 동일 ․ 유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 사건 판례는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에 상응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사용 후 결정된다는 ‘용도의미론’은 제시한다. 실제로 이 사건 판례는 상표가
‘사용된 후’,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는 식별력을 상표 요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가져오
며,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홍보의 정도 등’ 사용 실태와 수요자
에게 그것이 인식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식별
력은 ‘언어게임’을 통해 형성된다. 일례로 ‘자생’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자라남’이라는
의미를 지닌 언어기호이지만, 수요자들은 그 기호를 특정한 병원을 지칭하는 상품 표
지로 사용하는 상표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자생은 특정한 병원을 지칭하는
서비스표’라는 ‘사적 규약’을 받아드림으로써 ‘언어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언어게임
이 이뤄지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기호가 그 의미로 미치게 되는 영향력 또한 커지
게 된다.
구조주의와 용도의미론은 언어의 의미를 확정짓는 시점과 공간이 다르다. 만일 수요
자 간 인식상표의 의미가 그 상표의 ‘사용 전’에 ‘구조’라는 보편 공간(일례로 대한민국
상표법 체계)에서 확정되는 것이라면 구조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에 ‘언
어게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확정된다면 이는 용도의미론과 상응한다.
그럼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언제’ 의미가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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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사용 전

사용 후

A

B

C

D

대한민국

상표권자

수요자

수요자

상표법 체계 등

(화자)

(청자/화자)

(청자/화자)

등록상표

사용상표

수요자

수요자

등록상표
제40-0403696호

⟶

⟶
⟵

간 인식상표

별다방

⟶
⟵

E

간 인식상표

....
별다방

상기 <표 16>에서 보다시피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사용 후에 의미가 확정된다. 이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일종의 복제물의 복제물, 즉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이다. A는 등
록상표이고 B는 A의 복제물이다. 그리고 C는 B를 원본으로 하는 B의 복제물임과 동시
에 A의 시뮬라크르다. 이 C는 다시 D의 원본이 된다. 이 같은 작업은 거울이 서로 마
주보고 반사되듯 연쇄적으로 반복된다(E). 이런 시뮬라크르가 새로운 원본이 되는 그
때, 그것은 새로운 언어기호로 생성된다. 즉, 상표의 사용은 수요자 간 인식상표의 ‘전
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용 후에 의미가 확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어디서 의미를 확정짓는가. 이는 언어게임이 이뤄지는 공
간이다. 언어게임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언어는 그 집단에서만 통하는 언어가 되
고,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언어가 그 의미로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다 그
공간이 언어 공동체 전반에 미치면, 마치 구조주의의 랑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언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사용어가 표준어가 되는
사건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례로 ‘짜장면’은 2011년 그것이 국립국어원에 표준어로 등재
되기 전까지 비표준어였다. 그러나 수요자 전반에서 그것이 표준어인 ‘자장면’을 지칭하
는 기호로 사용됨으로써 마치 표준어처럼 존재하게 되자, 국립국어원은 결국 표준어를
바꾸기에 이른다. 이는 표준 언어와 사용 언어의 괴리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수요자 전반’에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배제효로 보호
한다면 일반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표와 등록상표가 일치되어 법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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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고, 수요자 전반에서 신뢰하는 언어게임의 규약을 인정해줌으로써 일반수요
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식별력이 낮은 상표의 등록
을 회피함으로써 등록주의의 장점인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역으로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상표와 등록상표가 괴리된
다. 일례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별다방’이 특정한 커피를 가리키는 상품 표지인
'STARBUCKS'를 의미한다는 언어게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타인이 동일한 상품에 그런
기호를 사용하겠다고 상표출원 하고 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상표와 등록상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수요자 전반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규약을 신
뢰하는 수요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식별력이
낮은 상표가 등록됨으로써 등록주의 장점인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수요자 전반에서 그 상표가 언어게임의 대상이 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을 인정하여 요부로 판단하여야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사료된다.
그럼, 그 언어게임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될
까. 결론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그 일부 수요자가 아닌 나머지 수요자에게 오인 ․
혼동을 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자생’이 특정한 한
방병원 서비스표로 인식되고 있다면, 나머지 수요자들에게 자생은 여전히 특정한 한방
병원 서비스표이 아닌 ‘스스로 그러함’이란 언어기호로만 남아있다. 그런데도 이를 상표
법 체계란 구조에 편입시켜 보호하게 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난다. 즉, 수요자들
은 그것을 한방병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표법 체계에선 그것이 수요자들
간에 특정한 한방병원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여 애초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수요자가 신
뢰하는 기호와 상표법 체계상 보호 상표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는 공공재인 언어를 사
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져, 등록주의의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 상표법 제33조 제1항243) 각호를 배제효가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
득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 몇몇 판례들, 일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
면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여
‘

’의 식별력을 인정한 특허법원 2015허5432 판례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4호244)을 적용하면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 ‘

’의 식별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4후2283 판례를 따르는 것

2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44)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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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조심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특허법원 2015허5432 판례를 살펴보자. 표준한국어발음 기준으로, ‘음’과 ‘움’은
단지 모음 ‘ㅡ’와 ‘ㅜ’의 차이로서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오므려지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
하다. 만일 ‘

’이 호칭에 있어 ‘

’과 구분 된다면,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

르기 때문이 아니다. 일반수요자들 사이의 언어게임에 의하여 그런 식별력이 취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을 입법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짚어야할 점이 있다. 상표권은 독점권이라는 것이다. 즉, 언어기호와
다른 사적 권리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하나의 시니피앙에 여러 시니피에가 담겨도 문제가
없는 언어와 다르게, 상표는 하나의 상품 표지로만 작동해야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으로써 등록주의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간에 오인·혼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일반수요자들은 과연 ‘

’을 오로지 ‘다음’으로만 호칭하여 언어게임 할까.

이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 된다.
< 표 17 >245)

245)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2018.07.23 16:40에 ‘다움 만화’로 검색결과, 전체 검색결과 중 첫 페
이지, 가독성을 위하여 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중간 검색결과는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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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8>은 ‘

’ 상표의 출원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Daum'에서 ‘다움

만화’로 검색한 결과이다. 보다시피 ‘다음’을 ‘다움’으로 잘못 호칭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

’을 ‘다음’으로 언어게임하기도 하지만, ‘다움’으로도

언어게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이와 관련, 선등록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꾸준히 사용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

’은 본래 언어 기호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다. 그러나 상표로 등록됨으로서

‘특정인의 상품을 가리키는 상품표지’라는 공식적인 기호가 되었으며, 사용으로 인하여
그런 의미로 언어게임을 하는 일부 수요자들을 생성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선등록상표
‘

’의 수요자는 ‘

’을 발화하기 위하여 현 대한민국 문법체계에 맞는 ‘다

움’이라는 호칭으로 언어게임하게 된다.
결국 “‘

’은 오로지 ‘다음’으로만 호칭한다.”라는 규약을 세운 언어게임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성립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판례는 ‘

’이 그 같은 언

어게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등록상표와 실제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되
고 있는 상표에 괴리를 불러오고, “‘다음’은 ‘

’의 호칭”이라고 먼저 언어게임을

하고 있던 수요자들에게 오인 ․ 혼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수요자의 보호라는 목
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독점권으로 작동해야 할 기호에 두 개 이상의 동일 ․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상표법 체계에 고정시킴으로써, 등록주의의 법적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표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건 현재 ‘
화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

’의 상표권자는 만

’의 상표권자는 연구서적을 주로 출판하였기 때문이

라고 사료되는 데, 출판업계에서는 아무리 주력으로 파는 책이 있더라도, 파는 책의 종
류를 망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만화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인문
서적이나 연구서를 판매하며, 연구서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만화책을 팔기도 한다.
만일 이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언어게임 하는 수요자가 겹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 ․ 혼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독점 상표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될 잠재성을 지닌
표지’는 권리에서 배제되어야 수요자 보호라는 법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애초부터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반드시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언어게임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잠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권리를 한정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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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부합하리라고 사료된다. 대법원 2014후2283의 사건 표장인
‘

’는 언어적으로 서울과 대학교가 결합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그것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
립종합대학교’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수
요자들 사이의 언어게임에 의하여 그러한 식별력이 취득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식
별력을 인정하려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을 입법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상표법에서 애초부터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보통명칭, 기술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있는데, 그런 상표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을 때 그 성질이 ‘창조’가 아닌, ‘생성(Devenir)’246)이라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창조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개념이라면,
생성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이는 물성(物性)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성에 대표적인 사례는 복제물의 복제물, 즉 원본과 동
떨어진 ‘시뮬라크르’이다.
< 표 18 >
A

B

⤏

C

⤏

D

⤏

.......

일례로 미키마우스는 쥐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키마우스를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사람은 원
본인 쥐가 아니라 그 복제물인 ‘미키마우스’를 복제한다.247) 상기 C를 보자. 이는 미키
246) 불어로 '-되기'라는 의미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에서 중심이 되는 생각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3
247) 장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하태환, 민음사.2001, 40,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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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테이프 커터다. C는 B와 연결성이 있다. 그러나
B의 원본인 A와는 연결성이 없다. 플라톤에 따르면 A를 복제하지 않은 C는 ‘거짓된 A’
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B는 C의 새로운 원본이다. 즉, C는 B의 복제물‘이다.
그런데 이 C는 그 자체가 다시 원본이 될 수 있다. 만일 B와 연결이 끊기고, C만으로
연결된 또 다른 D가 생성된다면 C는 그 D의 또 다른 원본이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마
주보는 두 개의 거울이 연쇄적으로 반사되는 것처럼 무한하게 이루어진다. 즉, 시뮬라크
르는 원본의 모방, 원본과의 연결성 파괴, 원본과 관련 없는 또 다른 원본으로 변화, 또
다시 원본의 모방으로 이어지는 변이의 연쇄 안에 존재한다.248)
< 표 19 >
A

B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
대학교

‘
러나 사람들은 ‘

C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

D

⤏

.......

국립종합대학교

’라는 표장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담겨 만들어졌다. 그
’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그보다 훨씬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의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를 지닌
‘

’를 복제한다. 상기 C를 보자. 이는 서울대학교 자회사인 'BOBSNU'라

는 곳에서 만든 ‘약콩 음료’ 상품 표지 일부이다. 이를 보면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자회
사’라는 표시와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국산약콩브랜드’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여
기서 나타난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
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를 지시하기에 의미가 있다. C는
B와 연결성이 있다. 그러나 B의 원본인 A와는 연결성이 없다.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은 원본과 동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원본과 독립된 출처표시로 그것이 이용
248) 장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하태환, 민음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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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면 그 생성된 의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일반수요자들이 과연 ‘

’를 ‘서울특별시 관악

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로만으로 언어게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사전적으로 ‘서울’은 지리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
정단위이다. 즉,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은 단독으로 쓰이면 고유
명사지만,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로 표현된다. 한편, ‘대학교’는 명사이다. 사람들
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표현하기 위해 현 대한민국 문법체계에 맞는 ‘서울대학교’라
는 명칭으로도 언어게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서울에 있
는 대학교’라고 문장으로 풀어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식별력도 없는 단어에
권리를 인정하느라,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언어 체계(랑그)로 올바르
게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 집단을 구속하는 것은 공공재인 언어를 사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등록주의의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표는 그 식별력을 인정하되,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을 표기하는 방
식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를 구속할 수는 없어야 한다. 반대로 서
울에 실제 위치하지도 않는데 그런 명칭을 쓴다는 등 마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
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처럼 의도하여 이를 사용한다면 이는 ‘서울
에 있는 대학’을 표기 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서울에 위치하는 대학이어서 이에 대한 정보표시로 이를 사용하거나, ‘서울특
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언어 공
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언어 체계(랑그)에 맞게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 일반수요
자 집단의 규약을 고려하여, 그 부분까지 구속시키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등록표장과 수요자 간 인식사이에 법과 현실의 합치를 이루어, 등록주의의 법적안정성
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요자 신뢰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249)
마지막으로 언어게임의 규칙은 수요자들에 의하여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지금은 일
249) 다만,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르면 원산지 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 표기를 통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으며,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특히 오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외의 상품에는 해당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지리적 표시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교역국과의 통상을 고려했을 때,
그 지리적 명칭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이 부분까지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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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요자간에 그것이 미치고 있어도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느 한 시점의 판
단이 다른 시점의 판단을 구속할 수 없다. 즉, 수요자 간 인식상표는 한번 인정되었다
고 계속 인정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례로 현재는 ‘별다
방’을 'STARBUCKS'란 상표를 가리키는 언어기호로 일반수요자들이 언어게임을 하고 있
으나, 앞으로도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은 다른 시점에
다른 상표를 의미하는 기호가 될 수도 있으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같이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의 기호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일반수요자들 사이
에서 “‘별다방’은 'STARBUCKS'란 상표를 가리키는 언어기호”라는 규약으로 언어게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배제효로 작동될 수 없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상표에 대하여 수요자 간 인식상표로 요부 판단을 하는 경우, 그것이 수요
자 일반에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요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
래야 그 언어로 다른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일례로 일부 수
요자들 사이에서만 ‘자생’이 특정한 병원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면, 나머지 수요자들에게
자생은 여전히 병원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이란 언어기호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한 병원표지’라는 언어로서의 독자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나게 된다.
둘째, 제33조 제1항의 각호 조항은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배제효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기준으로 활용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별력 취득의 무분별한 인정은 수요자의 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어긋날 가
능성이 높다. 때문에 그러한 식별력을 굳이 인정하려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입법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독점 상
표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될 잠재성을 지닌 표지’는 권리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상표에 독점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의 표장에 하나의 상품표지 의미만을 보호함으
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수요자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그런데 후출원상표 ‘

’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

’과

동일 ․ 유사하게 호칭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특허법원 2015허5432처럼, 사용 중인 선등록
상표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 ․ 유사 후출원상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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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표지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상표법 체계에 고정됨으로써, 등록주의의 법
적안정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 사이에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다만 애초부터 식별력이 없던 표지에 대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식별력에 한정하여 권리를 인정해주는 입법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
례로 ‘

’ 같은 상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에 한하여 그 식별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을 표기
하는 방식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를 구속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서
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인 ‘

’라는 상표

표지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표준 언어기호가 아울러 보호되기 때문에, 법과 현실
의 괴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의 상표에 대한, 그리고 표준 언어에 대한 신뢰
또한 보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게임의 규칙은 수요자들에 의하여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으로, 수요
자 간 인식상표에 있어서 한 시점의 판단이 다른 시점의 판단을 구속할 수 없다. 때문
에 그때 마다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판시해야한다. 일례로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별
다방’은 'STARBUCKS'란 상표를 가리키는 언어기호”라는 언어게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배제효로 작동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판례는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중략)...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라고 판
시하였는데, ① 사용 이후 형성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요부의 판단 기준으로 가져왔
다는 점, ② 수요자 간 인식상표로 언어게임이 이뤄지는 공간 규모(일반수요자)로 요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식별력을 산정하였다는 점, ③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를 적용하면서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을 후출원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에 대한 ‘배제효’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은 요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
이는 그 ‘자생’이라는 단어가 지닌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
키는 서비스표’라고 언어게임하고 있는 일반수요자들의 신뢰를 보호한 것으로, 법과 현
실의 괴리를 피하고, 수요자 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일반수요자 간에 식별
력이 없는 표장의 등록을 회피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법리적인 판
결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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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 이 사건 판례를 전통적인 사전목록 언어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관 및 비트
겐슈타인 후기철학에 따른 언어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원심은 ‘언어의 의미가 사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구조주의에 상응하는 반면, 이 사건 판례는 ‘언어의 의미가
사용 후에 확정된다.’는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에 상응함을 밝혔다.
비트겐슈타인의 ‘벽돌’ 예시에 따르면, 사전적 의미로 ‘벽돌’은 건축 재료를 의미하지
만 사용시점에는 그 의미만으로 의사소통되는 건 아니다. 손을 내밀고 ‘벽돌!’이라는 단
어를 말하면 ‘벽돌을 달라!’라는 뜻으로, 떨어지는 벽돌을 가리키며 급한 목소리로 ‘벽돌!’
을 외치면 ‘벽돌을 피하라!’라는 의미가 된다. 즉, 의사소통은 언어의 의미가 사전에 정
해져있기 때문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 ‘판단의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같은 판단의 일치는 화자와 청자가 사전에 ‘같은 규약’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인 ‘자생’이 국어대사전에서 ‘스스로 자
라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수요자들은 ‘자생’이 ‘특정한 병원을 가리키
는 서비스표’라는 규약을 세우고 그 규약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청자와 화자가 공통 규약을 세우
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게임의 규칙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체스에서 비숍을 빼고 할 것인지, 나이
트를 두 개 넣어 할 것인지 등의 규칙이 사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듯이,
그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약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언어게임에 의하여 하나의 언어에는 무수한 의미들이 생성될 수도 있으
며, 사라질 수도 있다.
이때 수요자 전반에서 언어게임의 대상이 된 수요자 간 인식상표를 요부로 판단하여
배제효로 보호한다면, 그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 일반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식별력이 낮은 상표의 등록을 회피함으로써 등록주의의
장점인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 간 인식상표와 등록상표의 일치로
이어져, 현실과 법의 합치를 이루게 되는 선순환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언어게임 대상이 된 상표를 배제효로 보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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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간 인식상표 판단기준 : 언어학을 중심으로

그 규약으로 언어게임하지 않는 나머지 수요자들에게 오인 ․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 일례로 수요자들은 ‘자생’을 특정 한방병원을 표지로 생각하지 않는데, 상표법은 그
것이 수요자들 간에 특정 한방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애초부터 배제시킨다
면, 수요자가 신뢰하는 기호와 상표법 체계상 보호 상표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는 공공재인 언어를 사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며, 등록주의의 법적 안정성
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이 사건 판례는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의 ‘자생’이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특정한 한방병원을 가리키는 서비스표’라는 규약으로 언어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고려하였고, 이를 인정하여 그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초’자는 ‘약초(藥草)’나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한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
표인 ‘자생초’는 상표로 사용되었을 때 ‘스스로 자라나는 풀’이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
나, ‘자생이라는 특정한 병원의 풀’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자생이라는 특정한 한방병원과 견련성이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등록/선사용서비스표들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과 상응하는 이 사건 판례는 사용 후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요부판단이 가능하다는,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표법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동 판례의 판단기
준을 활용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판례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요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언어관의 발달 과정을
수용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언어는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변
화의 장에 있다. 사전에 언어관의 발달을 주시하여 보다 명확한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
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상표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관련 연구회 등 관련 단체와 나아가 인문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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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 진보성에 근거한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을 허용할 수 있는가

약

이 글은 공정력과 특허보호범위의 실체, 절차규정 준수와 소송경제 확보
간 충돌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우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
허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양 자의 충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했을 때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제한한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과 모순된다. 또한 각 심판 본
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게 되어 전체적인 심판경제의 효율을 떨
어뜨릴 가능성을 야기한다. 끝으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인정범위가 넓어
짐에 따라 특허권자의 소송상 지위가 열악하게 되어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
성을 저해할 우려를 발생시킨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인정범위를 좁혔을 때 권리의 상대방이 패소에 따
라 부담하는 심판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 간 기능 연계 제도
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필요성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문언침해 사안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그 적용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혔다. 자유실시기술의 법
리는 발명의 실시자의 관점에서 항변권의 개념으로 발달되었으며 발명의
실시자에게 유리하게 정립된 이론인 만큼 등록된 특허권 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창성

문언침해의 장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은 해외사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본
평석은 [대상판결]이 제시했던 세 가지 논거, 즉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에 입각하여 반박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재반론을 고려하여 "심판 간 기능 연계제도"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요

파

급

효

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범위가 제한된다면 본 심판 단계에서 등록된 특허권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권리범위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또
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는 작업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나아가 기술선진국 도입을 위한 우리 특허권 보호체제
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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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1
가

서론
우리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50)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문제가 되는 특정대상물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특허권의 효력이 확인대상발명
의 실시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허심판의 한 종류이다.
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문언으로 특정한 특허권은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
를 분명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가 문제되어251)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
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
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
되는 소송절차에 앞서 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침해를 관장하는 법원에 객관적인 판
단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25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 청구의 주체와 방식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
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나뉜다.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자, 전
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고,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며,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청구
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게 된다.
250)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
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한편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
의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도 같은 취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
에서 다른 설명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 포함)상의 권리범
위확인심판을 의미한다.
251) 특허권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의 특징 중 하나로 중요하게 소개되는 것이 바로 권리범위 및 침해여부 판단
의 난해함이다.
252) 정상조 ‧ 박준석 공편, 특허법 주해Ⅱ,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2010. 2.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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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
시하고 있는 자 혹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시할 예정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고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게 된다.

나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및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우리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
허발명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253) 보호범위
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고 이를 대비하여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과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254)
여기서 균등론이란 확인대상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
하지 않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의 구성요소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쉽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
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원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하여지지만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만을 중시하면 침해자는 사소한
구성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침해책임을 우회할 수 있어 특허권이
형해(形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적 해석론으로서 균등론이 탄생한 것이다.255)

25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
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254) 특허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고 직접침해는 다시 동일영역에서의 침해와 균등영역에서의
침해로 나눌 수 있다.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문언침해 혹은 literal infringement)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명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대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한다. 만
약 대조되는 발명이 특허 청구항의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하고 있으면 균등원칙에 의하여 침해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동일침해 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 특칭을 가감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균등범위의 침해가 주로 문제된다. 송영식 외 6인,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2008, 539-540면.
25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384-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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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는 균등론에 관한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을 예방하고자 그 적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ⅰ)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ⅱ)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ⅲ)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
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ⅳ)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
원 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고 하여 특허권자가 주장하여야 하는 적극적 요건 ⅰ) 내지 ⅲ)과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항변하는 소극적 요건 ⅳ) 및 ⅴ)을 설시하고 있다.256)
이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소극적 요건 ⅳ)를
이유로 항변하는 것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라 한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특허권의 권
리범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특허권과의 대비 이전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독점 ․ 배
타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함을 이유로 하는 항변이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비교대상을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바꿈으로써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직접 손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
송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 독일에서는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57)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256)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이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
설명되고 있다.
257) 별도의 무효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독일식 이원적 구조 아래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문
언의 해석에 의하여 얻어진 발명은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동일한 만큼 불가침의 것으로서 그러한 발명을
공지공용기술(Prior art)과 비교하거나 발명의 본질 등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주요국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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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지금까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평석에서는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을 인정한 대상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검토과제를 도출한다. 상기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사례 및 국내 판례를 분석한다. 이후 주요 쟁점별로 그 타당
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가

대상판결의 경과 및 쟁점도출
대상판결의 경위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단계
이 사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인 특허권자는 2005. 7. 29.에 출원되어 2006. 11.
16.에 등록됐던 등록번호 제0649140호의 ‘고강도 패널’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을 보유하
고 있었다. 특허권자는 2014. 7. 14. 특허심판원에 피청구인에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
건 제1, 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715호)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5. 2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대응되
는 구성요소만으로 특정된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
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
당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특허권자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고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모두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사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의 소송(2016. 1.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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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4019)을 제기였다.
이 사건 쟁점이 되었던 특허발명의 제1, 3항과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패널(30)의 테두리부(302)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31
6)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
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고강도 패널의 네모서리를 지지
하는 테두리부(302a)가 있고 그
테두리부를 구성하
는 각각의 테두리 리브(316a)가
형성되어있으며, 그 테두리 리브
(316a)를 보강하기
위하여 그 테두리 리브 일측면(3
16b)은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테이퍼면(31
6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2

상기 테두리부(302)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
(306)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304)가 형
성되어지되

그 테두리부(302a)로 둘러쌓이는
패널 전체의 내부공간에는 격벽
인 주 보강리브(30
6a)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 보
강리브(306a)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
(C, C1, C2, C3)가 형성되어지
되, 그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C,
C1, C2, C3) 내부공
간에는 높이가 주 보강리브(306
a)보다 낮은 보강리브(306b)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
의 정방형 격자부(d, d1, d2, d
3)가 형성되고

구성
3

그 격자부(304)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
는 보조 보강리브(307)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그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
리브(307)가 형성되어있으며

구성
4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
닥층(310)에는 다수개의 원형홈(308)이 형성되어

그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4
등분된 격자부(e, e1, e2, e3)
바닥층에는 4개의 원
형홈(308a)이 형성되어

구성
5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
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하측 하중과 편심하중을 경제적
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분산시킴으
로써 패널 전체 지지력을 강화한
고강도 패널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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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제3항 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보조 보강리브(307)에 의해 형성
된 4등분된 격자부(e, e1, e2, e
3)의 바닥면에는 원형을 둘레로

부가
구성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가 원형리브로 구성된 원형홈이 형성된 것

하여 그 바닥면으로부터 소정 깊
이 만큼 들어간 4개의 원형홈(3
08a)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형
홈의 원형 둘레 바깥쪽에는 움푹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바닥면
(310a)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특허법원은 먼저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
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
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
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
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제1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
다. 한편 특허법원은 제3항 발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특허법원은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의 청
구만을 받아들여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제3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단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2014. 3. 20. 선고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과 관련한 특허법 제도 전반을 설명하면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음을 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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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
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
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
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2012후4162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
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
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어서 대법원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
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원심법원에 파기 ‧ 환
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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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 정리
이 사건의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번호
2014당1715호
(특허심판원)

2015허4019
(특허법원)

2016후366
(대법원)

나

심결(판결)일

심결(판결) 내용

2015. 5. 2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만으로 특정된 것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016. 1. 15.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
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017. 11. 14.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
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
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와 검토해야할 과제

대상판결은 먼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별개의 심판 절차로 두고 있는 우리
특허법 체계를 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2014. 3. 20 2012후4162 전
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에
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대상판결은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어왔던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
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즉 확인대상 발명이 출원당시 공지기술로 구성
되어 있거나 그러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공중의 영역
에 대해서는 독점 ‧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항변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허발명을 직접 판단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
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별개의 절차로 두고 있는 우
리 특허법 구조와 상충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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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입각했을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
고 있는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대상판결은 문언침해 이외의 균등침해 등의 사안에서도 당연히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이 인정됨을 전제한다.
본 평석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자유실
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258)

3

주요국에서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본 평석은 먼저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법상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등장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독일에서 발전되
어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 학계와 실무에서 유력한 만큼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는데 검토실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와 실무는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의 법령과 판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 역시 유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와 같이 무효판단과 침해판단을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
고 있진 않지만 대표적인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
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독일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가

독 일

독일에서 특허무효판단은 특허청이 아닌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에서 전
담하고 그 불복은 연방대법원이 처리하는 2심제 구조를 취한다.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각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담당하며 침해소송에 관한 판결은 각 지방자치구의 특허항소법
258) 신규성 판단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만큼 신속하고 간명하게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기능과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판례상으로 이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 특허발명의 신규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허용한 바 있어 특허발명이 아닌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 판단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체적 판단은 구성요소 대비가 중심을 이
루는 만큼 실질적으로 신규성 판단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
는 분석으로는 김원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판단 여부." 법학논총 35.3 (2015), 356-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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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특허항소법원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불복할 수 있다. 특허청이 아닌 법원에서 특
허무효판단까지 전담하는 것은 해당 법원의 소속법관들이 법률가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
수의 기술판사를 포함하고 있어 타 국가의 법원과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설명된다. 가령 화학분야 특허무효사건이라면 법률가 자격 있는 2인, 화학분야 기술
전문가 3인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259) 침해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 지방법원은 연방특허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무효소송의 결과가 피고에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침해소송절차를 보류
할 수 있다.260)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공정력261)을 중시하고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독일 법제
의 특성상 연방특허법원이 소급효 있는 무효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침해소송을 담당하
는 일반법원은 일단 등록된 특허권을 항상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262) 요컨대 침
해소송법원은 특허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지
식재산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 피고는 ①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주장(즉, 피고의 실시행위
를 원고가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②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가 실시품을 포함
할 정도로 넓지 않다고 주장(즉, 피고의 실시품이, 원고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주장)으로 항변하게 된다.263)
피고가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②의 방법으로 대응할 때 자신의 실시형태가 공
지 ‧ 공용 기술에 해당한다거나 공지 ‧ 공용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항변은 1986년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인 포름슈타인(Formstein) 판결
259) 정상조 ‧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233면 참고. 한편 1961년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될 때 침해소
송의 관할까지 집중되지 못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각 주(Land)들이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각 주의 민
사법원에서 관할하던 특허침해사건을 연방특허법원으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는 이장호,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제1집(1999), 177면 참고.
260) 침해소송법원에서의 1심 절차는 대략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침해소송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마
찬가지로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무효를 다루는 연방특허법원에서의 1심 무효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1~2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분석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독일] 207-208면 참고.
261) 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미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262) 독일법상 특허무효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타 국가 보다 더 짧은 것도 위 태도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된다는
분석으로 정상조 ‧ 박준석, 앞의 책, 234면 참고.
263)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독일],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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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균등침해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264) 독일법상 무효판단과 침해여
부 판단이 엄격하게 두 가지 절차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침해소송서 실질적으로 무권
리임에도 형식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는 오인(誤認)특허의 권리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권(Gegenrecht)이라는 개념으로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 이론이 발
전하게 된 것이다.265)
독일 판례상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나타난 계기는 법원이 특허 청구범위를 실시
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허 효력을 제한하는 ‘실시레한정설’이 등장한
시점부터라고 설명된다. 법원은 특허무효 소제기의 제척기간이 삭제된 이후에도 이과
같은 특허보호범위의 한정이 특허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여전히 기술수준에 따른 특허보호범위 한정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실
시례한정설’을 제시하였다.266)
이후 1962. 3. 30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특허발명이 불완전 혹은 균등한 형태로 이
용될 때에는 실시발명이 기술수준에 의하여 완전히 예견되지 않고 암시되지도 않은 경
우에만 특허침해가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불완전이용 또는 균등 침해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후속해서 독일연방대법원은 포름슈타인
판결에서 균등침해 시 실시발명의 기술수준(stand der Technik)에 비추어서 특허될 수
없는 발명이라는 항변을 피고에게 인정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명시적으로 인정하
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기술전문가
264) 이러한 피고의 항변은 자유기술의 항변으로 불리며 1986년 독일의 Formstein 사건을 계기로 발전되었고
해당 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일부 판결에서 이러한 자유기술의 항변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는 설명으로 김원준.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IT와 법 연구 7 (2013), 6면; 김관식, "특허
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사법 41호 2017년 가을호, 사법발전재단, 339면 등 다수. 한
편 Formstein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http://www.ip-navi.or.kr/precedent/analysis_EUA.navi 참
고. 최근 검색일 2018.08.10.
265) 송영식 외 6인, 앞의 책, 614-615면. 좀 더 자세한 배경설명으로는 다음과 같다. 1981년 이전 독일 특허
법은 특허권의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특허무효심판청구에 5년의 제척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특허침해 소송상의 피고는 특허의 유 ‧ 무효를 다툴 수
없었으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 이른바 결합특허(Fehlpatent)는 사실상 유효한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
을 부여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실상 무효로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는 문제점과 함께 특허침해의 대항을 받는 피고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실
시기술의 항변이 주목받게 되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대한 독일에서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헌으로 김관
식, 앞의 논문, 339-340면 참고.
266) 김관식, 앞의 논문, 340면. 대표적인 사례로 1938. 1. 7. 선고된 RGZ 157, 154, GRUR 1938, 252가 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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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 진보성에 근거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할 수 있는가

(Fachmann)에 의하여 자명한 방법(naheliegender Weise)에 의하여 구현된다는 항변을
허용하여 공지발명에 비하여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정도의 발명에 대해서도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267)

나

일 본

독일법을 계수한 만큼 일본에서의 자유기술실시항변 탄생배경은 독일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68)

독일은 특허침해의 장면에서 공지기술과 결합되어 있는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를 가능한 좁게 한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항변권 인정하여 오다가 마
침내 균등침해 사안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
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실용신안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공지기술을 포함한 실
용신안의 보호범위를 청구항에 기재된 글자의 뜻대로의 내용을 가진 것으로 가장 좁게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형해를 방지
하면서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한다는 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69)
일본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이 등장한 최초의 사건은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1998년 볼
스파라인(ball spline, ボールスプライン) 사건인데 해당 법원은 균등론의 판단기준 중
267) 김관식, 앞의 논문, 341면. 하지만 독일 법원은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균등침해 성립을 제한하기 위한 소극
적 요건으로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인정했을 뿐이고 문제의 실시 발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진보성 판단을
침해소송 단계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항변범위를 넓혔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68) 일본은 독일의 입장을 쫓아 특허무효에 관해 이를 담당하는 주체, 즉 일본 특허청의 특허심판 및 이후 그
항고 담당 법원의 판단에서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이전 시점이라면 별도의 침해사건을 담당한 일반
법원에서 당해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함부로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
해왔다. 2000년에 이르러 최고재판소는 길피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그 입장을 크게 전환하기 이르렀다.
박준석, 정상조, 각주 10)의 앞의 책, 234-235면 참고. 독일은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
을 간단히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처음으로 창안했으며 일본이 그러한 실용신
안제도를 배워갔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일본 특허법과 관련제도들을 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철희, 나라별로 본 특허제도의 역사, TTA Journal No.128, 138-139면. 일
269)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법학연구 57.2 (2016), 345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大阪地判昭45.4.17의 항소심인 大阪高判昭51.2.10 판결(무체집 8권 1호 85면)은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재판소로서는 실용신안을 유효로서 취급해야 하는 원칙, 즉 등록실용신안의 보호와 산업의
발전의 조화(실용신안법 제1조 참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범위를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글자의 뜻
대로의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가장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는
엄격히 기재된 실시 사례와 일치하는 대상에 한정되며 균등물의 변환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장 좁
게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부정하고 한정해석설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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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설시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① 위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② 위 부분을 대상
제품 등에 있는 것과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③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 있어서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는 것으로,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그것으로부터 위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는, 위 대상제품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270)
한편 일본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용 여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공지기술 등의 영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
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도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긍정설은 현재로서는 무효의 항
변이 인정되는 만큼 그 실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被疑)품의 신규성 ‧ 진보성을 판
단하는 자유실기술항변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271) 반면 부정하는 견
해는 특허법 개정과 판례 변경272)이 있기 전까지 무효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
거로 한다. 부정설은 앞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무효심결이 있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정력의 존중을 강조한다. 만약 특허침해의 국면에서 침해
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
다는 점을 들어 침해를 부정한다면 문제의 특허를 사실상 무효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법원은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해 부정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73)

270) 김동준,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산업재산권 44 (2014), 43면.
271) 김관식, 앞의 논문, 342면.
272) 일본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무효의 항변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특허법 제104
조의3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
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73) 김원준. 각주 15)의 앞의 논문, 1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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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 국

미국 특허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여부를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하고 있다.274) 즉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특허발명의 무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예견되거나(anticipated) 자명하다는(obvious) 사
실275)은 침해소송상 당연히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 Wilson 사건에서 연방항소
법원은 손상 이론(Doctrine of Ensnarement)을 제시하면서 균등의 범위가 공지 기술
범위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문언상 기재된 청구항에 대한
균등범위가 선행기술을 포함할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76)
한편 독일이 문언침해 사안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을 구분하는
엄격한 이원적 구조에 근거하여 허용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경우 피고의 입증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practicing prior art defense)을 제한한 바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무효에 대한 증명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277)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선행기술 실시에 근거한 항변(practicing
the prior art defense)은 그보다 입증의 정도가 낮은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서 증명하면 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
문언에 포함되는 문언침해의 장면에서 선행기술 실시에 근거한 항변을 허용한다면 실질

274) 미국 특허법 제282조는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허 무효 입증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
사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제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소송에서 무효의 항변을
주장하거나 반소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본소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35 U.S. Code § 282. Presumption of validity; defenses (a) In General.--A patent shall be presumed
valid. Each claim of a patent (whether in independent, dependent, or multiple dependent form) shall
be presumed valid independently of the validity of other claims; dependent or multiple dependent
claims shall be presumed valid even though dependent upon an invalid claim.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validity of a patent or any claim thereof shall rest on the party asserting such invalidity;
28 U.S.C. §2201(Declaratory judgement)
275) 미국 특허법상 우리 '진보성' 요건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비자명성(Non-obvious)이며 비자명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공지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그러한 기술을 예측가능한지
(anticipated)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76) Wilson Spor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iates (Fed. Cir. 1990). "there can be no
infringement if the asserted scope of equivalency of what is literally claimed w ould encompass the
prior art."
277) 특허청, 해외 주요국의 IP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 분석, 2011.12, 2011년 개정 특허법에 관한 번역 부
분 25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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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더 낮은 입증책임이라는 혜택을 피고에
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문언침해의 사안에서 선행
기술 실시의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78)
한편 미국 판례는 특허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법리를 발전시켰다. 역균등론은 실시발명이 특허청구범위상
문언적 범위에 해당함에도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역균등론 사안에서는 문언
표현 그 자체로 권리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명세서 및 도면 등에 기재된 실시예에 근거
하여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Graver Tank 사건에서 연방대법
원은 “실시발명이 문언적 범위 안에 있지만 명백히 다른 원리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균등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279) 이처럼 미국 판례법은 역균등론에 근거하여 문언침해 사안에서 피고에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항변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역균등론은 주로 기능적 청구항의 사안에서 자주 등장한다. 미국 특허법 제112조는
명세서 및 청구항 기재요건과 그 형식, 그리고 기능-수단(means-plus-function claim)의
청구항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능-수단 청구항의 경우 침해대상이 특
허발명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상세한 설명 중에 기재된 실시례와 동일하거나 등
가인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78) Tate Access Floors, Inc. v. Interface Architectural Resources, Inc., 279 F.3d 1357 (2002). "Where an

accused infringer is clearly practicing only that which was in the prior art, and nothing more, and the
patentee's proffered construction reads on the accused device, meeting this burden of proof should
not prove difficult. Nevertheless, accused infringers are not free to flout the requirement of proving
invalidity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y asserting a "practicing prior art" defense to literal
infringement under the less stringent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한편 영미 소송상 다양
한 유형의 증명도가 존재하는데 계량적 수치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면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80%
의 확실성을 갖고 증거의 우세는 50%이상의 확실성을 넘기면 충분하다고 한다. 영미법상 소송상의 증명도
에 대한 설명은 류혁상 ‧ 권창국,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2 형사사법개혁연구, 55면 참고.
279)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 (1950) *609. "Thus, where a
device is so far changed in principle from a patented article that it performs the same or a similar
function in a substantially different way, but nevertheless falls within the literal words of the claim,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ay be used to restrict the claim and defeat the patentee's action for
infringement" 역균등론은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미국 법원은 그 적용가능성을 항시 인정해왔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조현래. "특허침해 판단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산업재산권 42
(2013), 108면 중 각주 84)의 Donald S. Chisum, ｢Chisum on Patents｣, LexisNexis, 2009, 18-836 부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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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역균등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80)
이러한 역균등론의 사안에서는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해도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
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언침해의 사안과 구분된다. 비록 문
언적으로 양 발명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역균등론이 적용되면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으로 이어지
지 않게 된다.

라

정 리

독일은 1986년 폼스타인(Formstein) 판결에서 균등침해 성립 요건을 판시하며,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의 유래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을 균등침해 성립을 제
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최초로 제시하였다. 독일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
해에서만 적용하고, 문언침해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1998년 볼스프라인 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을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
때 독일과 유사하게 균등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
시기술이 아닐 것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긍정하는 설과 부정
하는 설로 나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응되는 선행기술 실시 항변(Practicing the
prior art)을 균등침해의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문언침해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
으며 특허 무효의 명백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일본 및 미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와 직접
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균등침해에서
인정되고 있고 문언침해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80) 정병일. "특허청구범위에서 연결부와 부가요소가 권리범위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법학연구 12.1
(2009), 330-331면 참고. 미국 특허법상 기능 ‧ 수단 청구항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35 U.S.C. §112
"[6] An element in a claim for a combination may be expressed as a 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without the recital of structure, material, or acts in support thereof, and such
claim shall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material, or a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equivalen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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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우리나라 판례 동향
검토 배경

우리나라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의 상대방에게 두 가지 방식으
로 침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특허권자는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으며 혹은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자의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
위에 속하다는 공적인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효와 침해판단을 분리하는 이원적 체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특허권의
효력은 무효심판에서 확정 심결이 내려져야만 특허권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무효심판
이외의 다른 절차에서 침해 상대방이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허분쟁에서 반드시 무효심판을 거치
도록 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신속성을 도모하면서도 공정력과의 충돌 및 특허무효심판 제도에
관한 규정과의 저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판례는 여러 이론들을 고안했다.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본 장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자
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어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함에 일조하도록 한다.

나

공지 ‧ 공용기술의 항변과의 관계

먼저 공지 ‧ 공용(共知公用)기술의 항변이란 특허침해로 주장되는 자가 자신의 발명이
공지 ‧ 공용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항변을 뜻한다. 이러한 공지 ‧ 공용기술의 항변은 기왕 널리 실시되고 있는 공지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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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독점 ‧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
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배치됨을 근거로 한다.281)
한편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침해 상대방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이 아닌 그 발명
의 출원 이전 이미 자유롭게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공지 ‧ 공용의 선행기술이거나 그로
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항변을 뜻한다. 공지기술은
누구나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앞서 설
명한 공지 ‧ 공용기술의 항변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특허발명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침해 상대방이 실
시하는 발명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허권 효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해 상대방의 발명이 공지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공지기술의 영역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의 진보성 판단까지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28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시초가 되는 판례는 공지공용기술의 항변과 마찬가지로 공지 ‧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상에서 기초하고 있다. 점차 공지 ‧ 공
용기술의 항변 인정되는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특허권 효력 문제에 직접 손대지 않으면
서도 침해 상대방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해서도 이를 긍정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
도록 한다.

281) 이러한 공지 ‧ 공용기술의 항변은 자유실시기술항변과 마찬가지로 공지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
는 만인공유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사권은 공공의 복지에 따른다는 대원칙에서 잔인공유의 재산에
해당되는 기술에 대해 권리라는 이름으로 일방의 실시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공유재산론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준, 각주 15)의 앞의 논문, 12-14면 참고.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82) 공지기술의 항변이 신규성을 판단하는데 반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진보성 판단까지 하여 두 항변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으로 정차호.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
의 항변." 성균관법학 27 (2015):, 276-27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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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대법원 판례 동향

우리 대법원 판례상 자유실시기술항변이 등장하게 된 시초가 된 것은 등록고안 중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
초하였다.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
였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
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
되어야 한다...”,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
다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
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권리를 인정
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실용신안권이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
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 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 우리 대법원은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공지공용 기술 부분에는 등록고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
리를 적극 활용했는데283)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고안이 공지공용기술에 속하거나
진보적인 기술구성이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등록고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고안이 출원되기 전의 공지공용의 고안들과 그 기술구성이 동일유사할
283) 동일한 판결요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
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50, 판결;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후68,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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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안에서 보이는 진보적인 기술구성은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가)
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
이 없다.”
자유실시기술항변이 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여 권리범위를 제한
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상기 판결은 자유실시기술항변과 가장 유사한 법리를 제시
한 최초의 판결로 볼 수 있다. 다만 (가)호 고안이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대신 (가)호 가안에 등록 고안에서 보이는 진보적인 기술
구성이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실용신안사건과 더불어 우리 대법원은 특허사안에서도 공지기술 부분은 특허발
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한 법리를 내놓았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 발명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가)호 발
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
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
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
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84)”
마침내 우리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
28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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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그러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위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
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
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285)”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분쟁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는데 각 사안에서 균등침해와 문언침해 사안을 구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언침해란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함을
뜻하는데 만약 문언침해 사안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이 제기된다면 권리범위확인 심판
부는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이 완벽히 일치하는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균등침해와 문언침해 사안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해오
다가 대상판결에 이르러서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
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286)

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가능 여부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이르는데 중요한 논거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범위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전원합의
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
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
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28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28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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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
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
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특허
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
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
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87)
요컨대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본 심판단계
에서는 진보성 판단이 불가함을 설시했다.

마

정 리

앞서 특허권 침해(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소송에 대항하여 권리의 상대방이 제기
할 수 있는 항변 중 하나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우리 판례는 균등침해와 문언침해 사안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한 없이 허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상판결이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
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는 무효심판과의 기능적 배분 측면에서 특허발명의 진
보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28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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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검토순서

본 평석은 대상판결이 제시했던 세 가지 논거, 즉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대비하는 대
상, 기능, 본질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던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288) 먼저 대비
하는 대상에 입각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지 논증이 필요하다. 둘째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인정 범위를 문언침해 사안에까지 확장시킬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분쟁
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즉 소송경제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 ‧ 판단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셋째로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에 비추어봤을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를 신속 ‧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삼판 단계에서 문언침
해 사안에서도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평석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의 논리를 구상
해보았다.

나

대비하는 대상에 입각한 검토

(1) 확인대상발명≒특허발명
문언침해의 장면에서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제1항 발명은 5가지의 기술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확인대상발명
도 제1항 발명의 구성 5가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 제1항 발명을 A+B+C+D+E로
할 경우 확인대상발명도 마찬가지로 A+B+C+D+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
약 확인대상발명이 선행기술(A+B+C+D)에서 E를 추가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사자의 관
점에서 용이하다고 판단한다면(진보성 결여) 이는 사실상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
는 것과 다름 아니다.
288) 대상판결은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순으로 결론을 도출했지만 본 평석은 검토 순서를 대비하는 대상,
기능, 본질 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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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 발명의 구성이 문언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에서 제1항 발명은 특
허출원서의 명세서상 특허청구항에 의해 특정되어진 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
인이 특허발명과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한 발명으로 법률상 엄연히 다르게 취급할 여지
도 있다.289) 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나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의 진보성 판
단 방식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발명과 문언적으로 동일한 확인대상발명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효심판을 별개의 절차로 규정
하는 우리 특허법상의 기능배분의 원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우리나라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침해와 문언침해에 대한 구분 없이 확
인대상발명의 진보성 없음을 주장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문언침해의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을 판단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
는다.
일부에서는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
허발명의 진보성 결여에 근거한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0다95390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침
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례이고, 2012후4162 판결이 이후에 나온 판
례이며 심판제도와 침해소송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289) 예컨대 설사 특허발명과 문언적으로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다고 하더
라도 당해 심판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특허발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고, 단지 확인대상발명이 공중의 영
역에 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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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입각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우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를 갖
는다.290)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는 법원과 당사자가 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
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특허 분쟁 내
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쟁해결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실무상 특허 침해분쟁이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
다. 먼저 특허권자는 일반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침해금지
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 등을 청구한다. 반면 침해 상대방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진보성이 부정
되는 등 특허의 무효사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심판을 별개로 제기할 것이다. 이
에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기다
렸다가 그 결과를 참고하여 침해여부를 가리게 된다.291) 이처럼 하나의 특허분쟁은 법
원과 전문적인 기술판단을 수행하는 특허청 사이에서 여러 절차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본 장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는지 검토한다. 먼
저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별적인
특허 분쟁에서 소송경제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더 나아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체적 소송경제의 관점에서도 소송경제의 실익이 있는지 검
토해보도록 한다.
290)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
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
다.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

절과 같은 것'이고,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Gladstone)라는 법언이 있을 정도로 소송촉진은 매우
중요하며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지불하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소송경제 역시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법은 한자로 法에 물 수(水) 변에 흐를 거(去)이므로 물처럼 자연스럽게 짧은 길을 찾
아가는 것이 법의 정신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박문
사, (2017), 29-30면 참고. 앞의 책은 민사소송의 병폐로 '오래 끌고 돈 많이 드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
고 있다.
291) 김태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20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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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사건에서의 소송경제에 입각한 검토
만약 특허발명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이 진보성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가 본 심판 단계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권리범위확인 심판부는
문언침해 사안인 만큼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
게 된다. 이 때 확인대상발명 실시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특허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당해 특허발명이 갖는 진보성의
하자에 대해 다퉈야 한다.
반면 앞서의 상황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흠결을 주장함으로써 별도의
무효심판을 주장할 필요 없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특허권자가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라면 확인대상발명
의 실시자인 피고는 앞서의 심결을 침해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판단건대, 특허발명과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확인대상발명 간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
건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인정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당사자가 별
도의 특허무효심판 단계를 거치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심판경제의 실익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3) 전체 심판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
앞서와 같이 개별 심판에 있어서의 소송경제를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심판의 경제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상물과 특허발명의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뿐 특허의 유 ‧
무효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만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허용된다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특허발명과 대상물과의 권리관계
를 확인하여 당사자 간의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무익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진보성 판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장기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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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허의 무효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결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
라 간접적으로 특허발명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는 여전히 유효한 특
허로 남게 된다. 따라서 진보성 결여가 명백한 특허로 인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이 독점영역에서 공중의 기
술영역으로 환원됨으로써 얻는 소송경제상의 편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문언침해 시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게 된다면
침해소송과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세 가지 심판 및 소송단계에서 특허발명
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결(판결) 간 모순 ‧ 저촉이 발생하게 된
다.292) 즉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 특
허무효심판원이 진보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특허발명과 구
성이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서로 불일치될 수 있는 것이
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대세적 효력이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무의미하게 반복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문언침해 사안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시 자유실시기술항변이 허용될 경우 권
리범위확인심판이 그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고 설사 개별 사건에
서는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결여가 존재하는 특허는 여전히 유
효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양 심판의 기능을 구분하는 우리 특허법 제도에 충실하게 접근한다면 각 심판
기능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전체적인 심판경제를 높일 수 있다.
292) 예컨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
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법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
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
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인용심결을 내리는 반면,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
여 무효각하 심결을 내리고 더 나아가 침해소송 단계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의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하
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권자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양 당사자 입장에서 소극적 권리확인심판 단계는
분쟁해결에 있어 전혀 무익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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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판단만을 내리면 된다. 반면 구성이 동일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 진보성의 흠
결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 유 ‧ 무효에 대한 대외적인 확정력을 갖는 무효심판 단
계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직접 다투면 될 것이며, 이로써 무효로 되어야할 특허발명
을 공중의 기술영역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본질에 입각한 검토

(1) 소송(심판)상 항병권의 관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
다는 것으로 특허 실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理致)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특허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그러한 법리가 특허분쟁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효판단과 침해여부판단을 철저하게 구분 짓는 이원
적 체제 하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무효소송(심판)에서, 침해여부는 침해소송에서 각각
다퉈야만 한다. 이 때 특허권의 상대방이 특허권의 효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손대지 않
고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떠
올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실시기술 법리이다. 즉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이 아닌 자
신이 실시하는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기술영역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특허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항변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293)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근거한 항변이 제기되면
293) 김제완. "확인대상디자인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지적재산권 22 (2007), 65-70면. "직접적으로 등록된 권
리의 권리범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자가 실시하는 실시형태가 공지공용으로 된 자유실
시기술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항변권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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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반대로 상대방이 실시하는 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다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그러한 항변권을 저지시켜야하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자가 아닌,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특허실무에서 중요하게 다
뤄지는 본질이라고 본다.
권리범위확인심판단계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심판 양상을 180도 바꾼다는 점에서 확
인대상발명 실시자에게 더욱 유리한 항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 본
심판단계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보호범위
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되어야하며 결코 침해를 의심받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될 수 없다. 만약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넓게 인정되면 본 심판 단계에서는 확
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지 혹은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 등 모조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 때 기술 실시자는 자
신의 발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특허발명의 구성 ‧ 목적 ‧ 효과와 그
보호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 보다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이 신규하지 않거나 진보성이 없
다고 다투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요컨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자 보다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탄생되었음을 이해해야한다. 따라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인정범위를 논할 때 상대적
으로 그 지위가 열악해진 특허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294)앞서 살펴보
았듯이 독일의 경우 균등침해의 사안에서만 엄격하게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인정하였고
미국은 침해 상대방의 엄격한 입증책임 회피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언침해의 사안에서 자
유실시기술 항변 주장을 제한했음은 소송상 불안정해진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94) 우리나라의 경우 침해소송을 통한 특허권자의 보호가 주요국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라 볼
수 있는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남용이나 특허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일부라도 승소한 사건 비율이 매우 낮은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아
직까지 특허권 보호가 취약한 우리 법제에서 침해 상대방에게 유리한 항변권을 무한정으로 넓혀주는 것은
균형 있게 특허권을 보호해야하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특허권자의 승소율, 특허무효율, 손해배상액, 형
사 기소율 등에 대한 통계에 입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의 보호가 열악함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김영희.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식재산연구 10.1
(2015), 31-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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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특허
실무자가 특허 정책을 수립하거나 특허분쟁을 해결할 때 발명을 보호 ‧ 장려할 수 있도
록 특허권을 강화하는 측면과 해당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이 그러한 발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법이 갖는 두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 확
보가 중요하다.295) 특허권의 안정성이란 특허법이 예정하는 특허출원 및 심사의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진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의 효
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특허권자는 특허
권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발명의 실시자 입장에서는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는 권리의 외연(外延)을 명확히 인지하여 발명의 이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힘들
게 얻은 발명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취득했어도 후에 심판단계나
침해소송에서 무효가 될 확률이 높게 된다면 특허권자와 경쟁업체는 특허분쟁에 따른
무익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할 뿐더러 발명촉진의 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생
김은 물론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특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본 평석이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핵심 쟁점이 특허권의 안정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
침해분쟁에서 권리의 상대방이 자신의 침해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된 것이
다.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균등침해는 물론 문언침해의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그 인정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혔다.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295) 이미 특허청은 예전부터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 ‧ 심판 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창조경제를 경제성
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던 이전 정권에서는 특허권의 법적안정성 제고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호 ‧
활용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창조경제 선순환의 핵심요소로 삼았으며 현 정권에서도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사품질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장,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 ‧ 심판 제도 개선방안, 2015.4.10.
의안번호 제6호, ;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품질의 全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2018년 3월 9일(금)
http://www.korea.kr/goNews/resources/attaches/2018.03/09/a994a9bec1cfec6392dad1cd5fb49497.pdf.
2018-09-12 최종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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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의 상대방이 실시하는 발명이 주지 ‧ 관용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인 만큼
권리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직접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이 주
지 ‧ 관용기술에 해당되는지 다퉈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침해
혐의자에게 유리한 항변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특허권 효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점
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상판결의 결론은 특
허법 목적 달성에 중요한 특허권의 안정성 도모의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특허권자와 확인대상발명 실시자의 이익 조화의 관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당사자계 심판인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소송상 얻게 되는
이점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 ․ 배타적 권
리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대가로 발명을 공개하여 공중의 이익
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으므로 양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296)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친특
허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확인대상발명 실시자가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
변이 폭녋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무효심판 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이 진
보성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297)
미국 등 주요 기술 선진국들이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특허권자 중심의 친특허정책을 펼
치고 있는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침해로 제한하고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남용의
항변의 명백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298)
296)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기능 중 하나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특허권자와 확인대상발명 실시자의 이익 조화는 그러한 합리적 분쟁해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297) 특허청은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특
허권자가 국내에서도 그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
허청 보도자료(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2018년 3월 9일(금) 보도자료 참고.
298) 앞서 3. 주요국에서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가. 독일 나. 미국 부분 참고. 한편 우리 대법원 2012. 1. 19. 선
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
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허무효의 명백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1)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의 입법목적에 근거하며 (2)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정의
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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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생각건대 진보성을 내용으로 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문언침해의 사안에서도 인정
하게 된다면 특허권자의 지위가 열악해진다는 점, 등록된 특허권 안정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 당초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탄생했던 독일에서도 문언침해 그 항변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

보론 : 반론 예상과 그에 대한 재반박

혹자는 진보성 결여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청 소속 심판부
가 해당 특허발명을 유효한 특허로 취급함은 물론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권리에 속한다
는 판단을 내리게 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사회 전반에 심판의 당사자뿐
만 아니라 제3자조차 무효로 되어야 할 특허에 권리범위가 존재한다거나 특허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가 발한다는 우려를 갖는 것이
다.299) 이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은 만인이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
도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
에 불과하다.300) 우리 입법자가 특허법상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규정한 것은 특허발명
과 대상물과의 권리관계를 확정지음으로써 소송 제기 여부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사 특허발명에 진
보성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본 심판단계에서는 권리관계만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하며
그것이 본래의 제도에 부합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유효한 특허
권을 전제로 양 발명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침해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분쟁의 예
299)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
300) 어떤 제도를 계획하여 집행할 때 그 제도가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설
사 일반인들이 그러한 제도를 오해하여 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 자
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며 그러한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가 적극 나서
서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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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 단계에 불과한 만큼 특허발명의 이해관계인들은 후일 무효심결 확정에 의해서 특
허권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바

소결

앞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갖는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주
요국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항변권으로서 탄생한 만큼 그 인정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게 된다면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생긴다. 둘째로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개별사건에서의 소
송경제를 넓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심판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
판간 기능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비
하는 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문언침해의 장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허권 효력을 직접적으로 손대지 않기 위해 탄생된 자유실
시기술의 항변은 문언침해 사안에서 활용되기 어려울 것임을 검토하였다.

6

대안제시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 시 문언침해 사안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엄격하게 제한
하게 된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판 기능 배분의 원리
등을 살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피할 수 없다.
먼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법이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
구하도록 종용한다면 심리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은 심리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한하기도 하는데301)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별도의 심판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특허법 규정의 취지와 반하고 개별사건에서의 심판경제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별도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야만 한다면 무효심판에 대하여 별도의 심판청구서를 작성 ‧ 제출해야함은 물
301)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되는 중 심리지연의 문제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
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2항 제2호. 특허무효심판 도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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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302) 이에 대한 방식심사303)가 진행된 뒤에야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둘째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문언침해 사안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
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부는 해당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릴 것이다. 특허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심판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
칙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 입장에서는 해당 특허에 진보성의 흠결이
있음에도 자신의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에 따라 당해 심판절차에
서 발생한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본 평석은 앞서 지적했듯이 개별사건에서의 심판경제 문제와 심판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와 무효심판 절차를 연계해주는 제도를 제안하
고자 한다.

가

현황

(1) 심판 연계와 관련한 현행 규정
우리 특허법은 일반법원에서의 소송과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
우 다른 절차에서의 진행을 중지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
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
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
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2) 가령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인은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특허법 제140
조제1항).
303) 방식심사란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하는 것을 뜻한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4, 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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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언침해사안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 중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
허무효심판을 제기한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장은 특허무효에 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이 높다.304) 이 때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권리범
위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될
것이고 반대로 기각심결이 확정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
정될 것이다.
(2)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현행 규정
우리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
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
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
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 2. 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여기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당사자계 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전부 승소할 경우 심판청구인이 심판 진행 중의 부당
한 해태(민사소송법 제100조 등)를 보이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심판비용 전부를 부담
하게 된다.
304)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어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의 확립된 입장이다. 대법원 1996.9.10.선고 94후2223판결; 대법원
2003.11.27.선고 2001후1563 판결; 대법원 2006.2.9.선고 2003후2690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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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러한 심판청구에 따른 심판청구료를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심판청구료 역시 심판비용부담의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우리 특허법상 심판청구료는 다음과 같다.305)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
발명 청구항 5개에 대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할 경우 225,000(1
50,00+15,000*2)원을 부담하게 된다.
< 표. 심판수수료(특허심판원) >
제출형태

특허 ‧ 실용신안

전자문서(온라인)

150,000원 + 1항마다 15,000원

서면

170,000원 + 1항마다 15,000원

(3) 검토
요컨대 문언침해의 장면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별
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장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를 중지하지 않으면 패소
에 따른 심판비용 전부와 무효심판에 대한 심판청구료를 부담해야한다.306) 또한 양 당
사자 모두가 별도의 심판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사건에서의 심판
경제가 저하될 우려가 생긴다.

나

구체적인 입법안 제시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용 횟수는 현재 증가하는 추세이다.307) 본 심판의 활용도가 증가
할수록 확인대상발명 실시자의 침해책임을 벗게 해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305) 특허심판원 심판수수료 http://www.kipo.go.kr/ipt/cyber/cyber02.html. 최근검색일 2018-08-29.
306) 양 발명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언침해 사안에서는 심리과정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것이기에 별
도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태라 하여도 심판장이 심판을 중지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대로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심판장이 권리범위확인심
판 단계를 중지시킨다면 확인대상발명 실시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따른 패소비용은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청구료를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확인대상발명 실시자는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부담하게 됨은 변함 없다.
307)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권자가 자동중지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이 유용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복제약 신청자 입장에서도 우선판매권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5, 20-2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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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역시 등장할 여지가 높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308)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할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특허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규범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 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청구현황(2017, 특허청) >
허

354

375

385

691

632

671

실용신안

93
154
(155)
80
(122)
681

84
125
(126)
83
(186)
667

64
149
(149)
90
(119)
688

53
138
(138)
93
(132)
975

47
149
(149)
101
(170)
929

29
136
(136)
90
(102)
926

(724)

(771)

(717)

(1,014)

(998)

(938)

특

권리
범위
(합계)

디 자 인
상

표

소 계

본 평석은 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다음을 제
시한다.
현행 규정

개정안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제164조의2(심판과의 관계)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① 좌동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② 좌동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

③ 좌동

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좌동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

⑤ 제135조에 따른 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

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

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

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경우 제2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기술에서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변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장은 직권 또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심판부를 구성하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여 제133조에 따른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308)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권리범위 불속 결론의 사유로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에 의한 것이 전체의 약 1/3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권리의 상대방 입장에서 자유실시기
술의 항변은 특허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권리범위확인심판
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5, 25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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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
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
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
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심판장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를 중지시키고 별도의 무효심판 절차를 새로 진행하
는 것이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심리 도중 특허발명의 무효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
지가 있을 때 심판장은 특허무효 심판부에 사건을 이송하고 양 당사자들은 곧바로 새로
편성된 특허무효심판부에서 무효성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확인대사발명
실시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패소에 따른 심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밝을 필요 없이309) 무효성을 무효
심판부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에서의 소송경제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개정안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연계하게 된다면
심판 기능을 구분 짓고 있는 우리 법 규정에 충실하면서도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자유실
시기술의 법리가 갖는 유용성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7

결론 및 보완해야할 과제

본 평석은 문언침해의 사안에 집중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제
시를 모색하였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세 가지 논거에 근거하여 결론의 타당성이 부정됨
을 주장하였다. 먼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에 입각했을 때 그에 기초한 항변의 법
위는 등록된 특허권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무제한적으로 넓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로 소송경제에 입각했을 때 개별 사건에서의 심판경제 효율성은 저해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분쟁해결에 비추었을 때 특허법이 예정하는 기능에 부합한 방향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운용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언침해의 장면
309)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방식심사, 예고등록, 심판관지정, 청구서부본송달, 답변서 접수
등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 직전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연계함으로써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될 경우 특허무효심판부가 사건을 이송 받아 곧바로 무효판단
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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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에서는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만큼 본 심판단계에서 진보성
에 기초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사실상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다투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개별 심판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만큼 발명의 실시
자가 불필요한 심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간 연
계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평석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의문은 과연 권리범위심판 단계에서 문
언침해가 아닌 균등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폭넓게 허용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본 평석은 각 심판이 갖는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등록
된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갖는 본연의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으려면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진보성 판단은 본 심판 단계
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비록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특허발명의 직접적인 효력을 다투
지 않고 특허발명의 균등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은 무효심
판에서 다투도록 해야지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은 심판기능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도 앞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
판 단계에서 균등침해 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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