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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에서
IPR 제도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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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미국
의회는 ⅰ) 미국 연방헌법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에 특허권을 부여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ⅱ) 이러한
특허청의 특허권의 부여는 정부와 사인 간의 공적인 재산권(public right)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이며, ⅲ)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IPR 제도 또한 공적인 재산권 이론(public rights doctrine)이 적용되는데, ⅵ) 결국
의회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ⅴ) IPR 제도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ⅰ) 자신이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IPR 제도의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의 위반여부라는 법적 쟁점도 해결되는 것으로,
ⅱ) 미국 의회는 특허청에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IPR 제도에는 배심원이 필요
없고, ⅲ) 결국 IPR 제도는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으로써, IPR 제도가 미국의 헌법적인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사점

연방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가 합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IPR
제도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의 대체물로서, 현재와 같이 특허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였다.
대상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의 결단으로 인하여, 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서 IPR 제도는 특허성이
낮음에도 등록된 특허권의 “암살단(Death Squad)”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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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

Ⅰ. 대상판결의 쟁점 –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은 미국 의회가 2011년 AIA 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 Act)1)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도입된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2)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Article Ⅲ)3)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the
Seventh Amendment)4)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이다.5)

Ⅱ. 연방대법원 판시사항 –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USA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미국 의회는 ⅰ) 미국 연방헌법조항6)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청
(PTO)에 특허권을 부여할 권리를 부여하였고,7) ⅱ) 이러한 특허청의 특허권의 부여는 정부와
사인 간의 공적인 재산권(public right)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이며,8) ⅲ)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IPR 제도 또한 공적인 재산권 이론(public rights doctrine)이 적용되는데,9) ⅵ) 결국 의회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10) ⅴ) IPR 제도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11)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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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ⅰ) 자신이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IPR 제도의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의 위반여부라는 법적 쟁점도 해결되는 것으로,12) ⅱ) 미국 의회는 특허청에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IPR 제도에는 배심원(jury)이 필요 없고,13) ⅲ) 결국
IPR 제도는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다.14)

Ⅲ. 사건경과와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2001년 유전서비스 기업인 Oil States 사는
1)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No. 112-29, 125 Stat. 284 (2011).
2) IPR 제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29일 IP-NAVI에 업로드된 “Cuozzo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IPR 절차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원칙 지지 (中)”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미
 국 연방헌법 제3조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미국의 사법부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입법부,
즉 미국 의회에 대한 규정이고, 미국 연방헌법 제2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를
영문으로 “the Article Ⅲ”라고 칭한다.
4)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는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가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배심
원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영문으로 “the Seventh Amendment”라고 칭한다.
5)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Case No. 16-712, at 1 (U.S. April 24, 2018).
6) U.S. Const. art. 1, § 8, cl. 8. (stating that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1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1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 17.
1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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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원(wellhead)을 보호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15) 2012년 9월 10일, Oil States 사는 Greene's Energy 사가 자신의
특허권16)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Greene's Energy 사는 당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었다.17) 당해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증거개시절차가 이루어질
즈음, Greene's Energy 사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IPR 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18)
Greene's Energy 사는 IPR 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당해특허의 특허청구항 1과 특허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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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예견되기(anticipated)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Oil States 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19) 이후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Greene's Energy 사가 두
특허청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IPR 절차개시명령을 내렸다.20)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절차는 특허심판항소위
원회에서의 IPR 절차와 함께 진행되었고, 2014년 6월 지방법원은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Greene's Energy 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당해특허의 특허청구항을 해석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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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construction order)을 하였다.21) 2015년 5월 1일,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당해특허의
특허청구항1과 특허청구항 22이 무효라는 최종판결(final written decision)22)을 선고하였다.23)
Oil States 사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불복하였고,
항소에서 당해특허의 두 특허청구항이 특허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IPR 제도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에 대한 주장도 하였다.24) 특히 Oil States 사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소송은 반드시 배심원(jury) 앞에서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Article Ⅲ court)”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이 사건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되고 있던 중,
2015년 12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CM Portfolio LLC v. Hewlett-Packard 판결26)에서,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7) 2016년 5월 4일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MCM 판결에서의 관점에서

1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4.
16) 이 특허권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6,179,053”이다.
1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4.
1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4-5.
1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2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2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22) 우 리나라는 특허심판원의 등록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최종판단에 대하여 “결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허신판항소위원회의 등록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deci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원문에 충실하게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특히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자신의 판결이 지방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당해특허의 두 특허청구항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예견된다고 판결하였다.
2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2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26) MCM Portfolio LLC v. Hewlett-Packard Co., 812 F.3d 1284 (2015).
27) MCM Portfolio, 812 F.3d at 1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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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을 확정하였다.28) 2016년 11월 23일 Oil States 사는 상고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년 6월 2일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 즉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29)

Ⅳ.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의 의견은 7대2로 나뉘었다.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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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의 판결문은 Thomas 대법관이 작성하였다.30) 판결문의 서두에서 연방대법원은 역사
적으로 미국 의회는 착오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특허청(PTO)에 부여
하는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sses)”를 도입하기 위하여 세 차례의 입법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1980년에는 결정계 재심사제도(ex parte reexamination), 1999년에는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examination), 2011년에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대신한 IPR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언급하였다.31)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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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의 여부32)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33)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였다.

1.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전단계로 특허권의 부여와 부여된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IPR 제도는 “공적인 권리(public
rights)”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34)
우선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미국의 사법권을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미국 의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설치하는 하급심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 이외의 주체(entities)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수 없지만,35)
28)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639 Fed. Appx. 639 (Fed. Cir. 2016).
2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 원래 Oil States 사는 상고신청서에서 IPR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법률상 쟁점 이외에도,
두 가지 쟁점, 즉 IPR 제도의 정정절차가 2016년 연방대법원의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136 S.Ct.
2131 (2016) 판결과 미국 의회의 지침에 위배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Cuozzo 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에서의
특허청구항의 해석방법으로 채택한 최광의의 해석기준(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에 특허침해소송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특허청구항의 해석원칙인 공지기술제외 원칙과 특허명세서에 의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상고허가를 하지 않았다.
30)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하여 Breyer 대법관이 동조의견을 작성하였고, 이 동조의견에는 Ginsburg 대법관과 Sotomayor
대법관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Gorsuch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작성하였고, 이 반대의견에는 Roberts
대법원장이 참가하였다.
3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2-4.
3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17.
3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3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10.
3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5-6. 연방대법원은 Stern v. Marshall, 564 U.S. 462, 484 (2011)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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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적으로 자신의 선례는 특정 절차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적인 권리(public rights)”와 “사적인 권리
(private rights)”를 구분하여 왔고,36) ⅲ) 이러한 선례들은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 이외의 주체에게, 공적인 권리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significant latitude)을 부여하였는데,37) ⅳ) 다만 자신의 선례들은 공적인 권리와 사적인
권리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38) ⅴ) 법원 이외의 주체가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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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공적인 권리이론(public-rights doctrine)”을 적용하였던
자신의 선례들은 이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39)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다만 이 사건은 자신에게 공적인 권리이론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40) ② 자신의 선례들은 공적인 권리이론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헌법적 기능(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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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인 간의 법적 문제”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41) ③ 결국 공적인 권리이론은 정부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적용되고,
이러한 공적인 권리이론이 적용되는 법적 문제에는 본질적으로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judicial
determination)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42)
이러한 취지에서 연방대법원은 ⅰ) 특허권의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고, 특히 이는 정부가 사인에게 부여하는 “공적인 독점사용권(public franchise)”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해당하며,43) ⅱ) 여기서 나아가 특허권의 부여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
하는 IPR 제도의 법적 성질 또한 공적인 독점사용권과 관련되어 있고,44) ⅲ) 결국 미국 의회는
특허권의 부여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허청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제3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45)

3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Executive Benefits Ins. Agency v. Arkison, 573 U. S. ___, ___ (2014)
(slip op., at 6) 판결을 인용하였다.
3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Executive Benefits Ins. Agency v. Arkison, 573 U.S. ___, ___ (2014)
(slip op., at 6) 판결과 Stern v. Marshall, 564 U.S. 462, 488-92 (2011) 판결을 인용하였다.
38)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Northern Pipeline Constr. Co. v. Marathon Pipe Line Co., 458 U.S.
50, 69 (1982) 판결을 인용하였다.
3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Stern v. Marshall, 564 U.S. 462, 488 (2011) 판결을 인용하였다.
4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4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Crowell v. Benson, 285 U.S. 22, 50 (1932) 판결을 인용하였다.
4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 연방대법원은 Crowell v. Benson, 285 U.S. 22, 50 (1932) 판결을 인용하였다.
4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4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6-7.
4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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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부여는 공적인 권리와 관계되는 법적 문제
연방대법원은 특허권 부여의 법적 성질이 공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46) 우선 연방대법원은 ⅰ) 역사적으로 자신의
선례들은 특허권 부여의 법적 성질이 공적인 권리와 관계되는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는 인정하여
왔다고 단언하면서,47) ⅱ) 일부 선례는 특허권의 부여는 정부(government)와 사인 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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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하였고,48) ⅲ) 일부 선례는 특허권의 수여자인 일반대중(public)과 특허권자 간의
법적 문제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49) ⅳ) 특허청이 특허권을 발급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공적인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50) ⅴ) 특히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새롭고 유용한 개량사항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공적인 독점사용권”에 해당하는데,51)
ⅵ) 미국 특허법 제154조(a)(1)에 근거하여, 이 공적인 독점사용권에는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제권(right to exclude)이 인정되고,52) ⅵ) 이 배제권은 “실정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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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권리(creature of statute law)”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53)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부 혹은
입법부에 의한 “헌법적 기능(constitutional functions)”의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54) ②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과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
(exclusive right)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의회에
부여하였고,55) ③ 이 연방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의회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56) ④ 미국의
설립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의회는 “행정부(Executive Branch)”에 특허요건에 대한 특허법 규정을

4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8.
4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Murray’s Lessee v. Hoboken Land & Improvement Co., 18
How. 272, 284 (1856) 판결을 인용한 United States v. Duell, 172 U.S. 576, 582-83 (1899) 판결을 인용하였다.
48)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Ex parte Bakelite Corp., 279 U.S. 438, 451 (1929) 판결을 인용하였다.
4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Butterworth v. United States ex rel. Hoe, 112 U.S. 50, 59
(1884) 판결을 인용한 United States v. Duell, 172 U.S. 576, 586 (1899) 판결을 인용하였다.
5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merican Bell Telephone Co., 128 U.S. 315, 370
(1888) 판결을 인용하였다.
5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Seymour v. Osborne, 11 Wall. 516, 533 (1871) 판결과 Pfaff v. Wells
Electronics, Inc., 525 U.S. 55, 63-64 (1998) 판결을 인용하였다.
5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 연방대법원은 Gayler v. Wilder, 10 How. 477, 494 (1851)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배제권은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5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7-8. 연방대법원은 Crown Die & Tool Co. v. Nye Tool & Machine Works, 261 U.S. 24,
40 (1923) 판결을 인용하였다.
5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Ex parte Bakelite Corp., 279 U.S. 438, 452 (1929) 판결을 인용한
Crowell v. Benson, 285 U.S. 22, 50-51 (1932) 판결을 인용하였다.
55)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상의 “U.S. Const. art. 1, § 8, cl. 8.”을 인용하였다.
5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Bloomer v. McQuewan, 14 How. 539, 548, 550 (1853) 판결을
인용하였다.

15

만족시키는 대상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57) ⑤ 행정부에 속하는
특허청이 특허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executive power)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58) ⑥ 결국 특허권의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공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언급
하고 있는 법원(Article Ⅲ court)”에 의하여 판결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59)

IP Insight

(2) IPR 제도는 공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절차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특허권의 부여라는 법적 문제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IPR 제도 또한 공적인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60)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공적인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해당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61) 연방대법원은 ⅰ) IPR 제도는 특허청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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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이 특허성을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second
look)” 제도로,62) ⅱ)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에
근거한 미국 특허법 규정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특허가 특허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63) ⅲ) 미국 특허법상 특허요건에 대한 규정은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발급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64) ⅳ)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심사절차와 마찬가지로, IPR 제도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이 합법적인 보호범위(legitimate scope) 이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반대중이 누리는 중요한 이익(public’s paramount interest)”을 보호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65) ⅴ) IPR 제도는 최초심사절차와 법적으로 동일한 이익(same interest)을 가지는
제도라고 언급하였다.66) 결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청은 IPR 절차를 통하여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57)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① 1790년 특허법(Act of Apr. 10, 1790, ch. 7, §1, 1 Stat. 109. 110), ②
1836년 특허법(Act of July 4, 1836, §7, 5 Stat. 119. 120), ③ 1870년 특허법(Act of July 8, 1870, §31, 16 Stat. 202), ④ 현행
특허법(35 U.S.C. §§2(a)(1), 151)을 인용하였다.
5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Freytag v. Commissioner, 501 U.S. 868, 910 (1991) 판결을 인용하였다.
5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Murray’s Lessee v. Hoboken Land & Improvement Co., 18 How. 272,
284 (1856) 판결을 인용하였다.
6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6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10.
6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 S. ___, ___ (2016)
(slip op., at 16) 판결을 인용하였다.
6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1조(b)를 인용하였다.
6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8-9.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of Kansas City, 383 U.S. 1, 6 (1966)
판결을 인용하였다.
6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 S. ___, ___ (2016)
(slip op., at 16) 판결을 인용하였다.
66)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9.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Duell, 172 U.S. 576, 586 (1899) 판결을 인용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IPR 절차와 최초의 심사절차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IPR 절차는 특허권이 발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라는 것인데, 이 차이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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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67)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언급하는 법원
이외의 주체로서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68)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특허청이 특허부여에 대한 최초심사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착오로 등록한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 정부는 “독점사업권
(franchises)”을 부여하여 왔고,69) ② 예를 들면 미국 의회는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다리 혹은

USA

철도를 건설하거나 전화선을 설비하는 독점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이후에 그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유보하고, 다리 혹은 철도가 건설되거나 전화
선이 설비된 이후에, 정부는 입법절차 혹은 행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보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는데,70) ③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인 권리 이론은 공적인 독점사업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IPR 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은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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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il States 사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Oil States 사는 연방대법원의 세 선례인 1857년 Brown 판결, 1888년
American Bell 판결, 1898년 McCormick 판결을 인용하면서, 특허권은 “사적인 재산권
(private rights)”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72) 연방대법원은 이들 세 선례는 이 사건에서의
자신의 판결을 반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Oil States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73) 연방대법
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74)
연방대법원은 ⅰ) 특허권은 “공적인 독점사업권(public franchise)”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권(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에 해당하고,75) ⅱ) 특허권은 독점사업권에 해당하는
타 재산권(other property)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76) ⅲ) 공적인 독점사업
6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 S. ___, ___ (2016)
(slip op., at 3) 판결을 인용하였다.
6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 연방대법원은 Crowell v. Benson, 285 U.S. 22, 50 (1932) 판결을 인용하였다.
6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
7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 연방대법원은 ① Bridge Co. v. United States, 105 U.S. 470, 478, 482 (1882)
판결, ② Hanni-bal Bridge Co. v. United States, 221 U.S. 194, 205 (1911) 판결, ③ Louisville Bridge Co. v. United
States, 242 U.S. 409, 420-21 (1917) 판결을 인용하였다.
7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9-10.
72)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연방대법원은 ① Brown v. Duchesne, 19 How. 183, 197 (1857) 판결(특허권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사적인 재산권(private property)”이다), ② United States v. American Bell Telephone Co.,
128 U.S. 315, 370 (1888) 판결, ③ McCormick Harvesting Machine Co. v. Aultman, 169 U.S. 606, 609 (1898) 판결(부여된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재산권(property)”이 된다)을 인용하였다.
7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7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0-11.
75)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연방대법원은 Pfaff v. Wells Electronics, Inc., 525 U.S. 55, 63-64 (1998) 판결을 인용하였다.
7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연방대법원은 Seymour v. Osborne, 11 Wall. 516, 533 (1871)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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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서의 특허권은 “미국 특허법 규정이 언급하는 권리”만을 보유하는데,77) ⅳ) 특히 Oil
States 사가 인용한 선례인 1857년 Brown 판결은 특허권은 미국 특허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regulate)”, 미국 특허법 규정이 언급한 그 이상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78) ⅴ) Brown 판결이 언급한 미국 특허법 규정상의
“규율(regulation)” 중 하나에 IPR 제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79)

IP Insight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사가 인용한 두 선례인 1888년 American Bell 판결과
1898년 McCormick 판결은 미국 의회가 특허청에 부여한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
는 행정적인 권한을 배제시킬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80)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ⅰ) Oil
states 사가 인용한 두 선례는 판결문에서 “등록특허를 무효로(set aside) 하거나, 취소(annul)
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correct) 권한은 특허를 발급하는 행정청인 특허청이 아닌 법원에게
부여되었다.”고 다소 광범위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81) ⅱ) 이들 두 선례는 당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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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1870년 특허법하에서 선고된 판결로서, 1870년 특허법에는 특허청이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고, 결과적으로 두 판결은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특허법 규정을 단순히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82) ⅲ) 결국 두
선례는 미국 연방헌법이 미국 의회에 부여한 권한, 즉 특허청이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83)

(4) Oil States 사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① Oil States 사와 Gorsuch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IPR 제도는 미국 의회가
보통법(common law) 소송, 형평법(equity law) 소송, 해사법(admiralty) 소송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법권이 철회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general rul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84)
77)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연방대법원은 Wheaton v. Peters, 8 Pet. 591, 663-64 (1834) 판결(미국 의회는 특정
권리가 향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과 Gayler v. Wilder, 10 How. 477, 494 (1851) 판결을
인용하였다.
7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0. 연방대법원은 Brown v. Duchesne, 19 How. 183, 195 (1857) 판결을 인용하였다.
7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0-11.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 S. ___, ___
(2016) (slip op., at 3)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311조에서 제319조는 IPR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61조는 특허권은 “개인적인 재산권(personal property)”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조항은 발급된 특허권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특정의 재산권(any property rights)”을 보유할 자격이
있음을 미국 특허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 밝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특허법 규정은 IPR 제도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8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1.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merican Bell Telephone Co., 128 U.S. 315, 364
(1888) 판결과 McCormick Harvesting Machine Co. v. Aultman, 169 U.S. 606, 609 (1898) 판결을 인용하였다.
8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1.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merican Bell Telephone Co., 128 U.S. 315, 371
(1888) 판결과 McCormick Harvesting Machine Co. v. Aultman, 169 U.S. 606, 611 (1898) 판결을 인용하였다.
8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1.
8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1.
8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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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히 이들은 18세기에 영국에서는 법원이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판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85) ③ 당시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피고에게 제기
한다면, 피고는 소송상의 방어방법으로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공격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고지영장(scire facia)을 형평법법원(Court of Chancery)에 제출함으로써 등록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었는데,86) ④ 이러한 영국법원의 역사는 등록특허의 유효성이 본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되어야 한다는 법적 문제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87)

USA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18세기 영국에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원의 절차와는 별도로 “추밀원(Privy Council)”의 절차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88) 연방대법원은 ⅰ) 18세기 영국에는 IPR 제도와 유사하게 6명 혹은 그 이상의 국왕의
조언자로 구성된 추밀원에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89)
ⅱ) 또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영국에는 추밀원이 당해 특허발명이 ① 법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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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대중에게 손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경우, ③ 새로운 발명이 아닌 경우, ④ 특허권자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90) ⅲ) 이에 근거하여 개인이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신청서를 추밀원에 제출
하면, 이 신청서는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부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상(Attorney
General)에게 인도되고, 법무상은 당해 신청서와 신청인과 특허권자로부터 제출된 진술서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변호사를 심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는데,91) ⅳ) 추밀원은 이 법무
상의 의견에 근거하여 등록특허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당해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언급하였다.92)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추밀원에서의 등록특허의 무효절차는 영국제도의 두드러진 특징
(prominent feature)으로, 추밀원은 1753년까지 영국에서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독점
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법원과 함께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② 추밀원은 이 권한에 근거하여 18세기 동안 등록특허를 무효로 선언하였고,
8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2.
8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2. 연방대법원은 Lemey 교수의 논문(Lemley, Why Do Juries Decide If Patents Are
Valid? 99 Va. L. Rev. 1673, 1682-86 (2013))과 Bottomley 교수의 논문(Bottomley, Patent Cases in the Court of
Chancery, 1714-58, 35 J. Legal Hist. 27, 36-37, 41-43 (2014))을 인용하였다.
87)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2.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Murray’s Lessee v. Hoboken Land & Improvement Co.,
18 How. 272, 284 (1856) 판결을 인용한 Stern v. Marshall, 564 U.S. 462, 484 (2011) 판결을 인용하였다.
8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2-13.
89)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3. 연방대법원은 Lemey 교수의 논문(Lemley, Why Do Juries Decide If Patents Are
Valid? 99 Va. L. Rev. 1673, 1681-82 (2013))을 인용하였다.
9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3. 연방대법원은 Holdsworth 교수의 저서(11 W.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426-27 (1938))와 Davies 교수의 논문(Davies, The Early History of the Patent Specification, 50 L. Q. Rev. 86, 102-06
(1934))을 인용하였다.
9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3. 연방대법원은 Bull v. Lydall, PC2/81, pp.180-81 (1706) 판결을 인용하였다.
92)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3. 연방대법원은 추밀원이 등록특허를 무효로 선언한 Darby v. Betton, PC2/99, pp.35859 (1745-46) 판결과 당해신청을 기각한 Baker v. James, PC2/103, pp.320-21, 346-47 (1752)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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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에는 마지막으로 등록특허를 무효로 선언하였으며, ③ 1779년 이후에도, 추밀원은
1782년, 1794년, 1810년에 등록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지만, 등록특허를 무효라고 선언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93) 특히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연방헌법 규정상 특허조항(Patent
Clause)은 영국제도를 답습하여 쓰여 졌기 때문에,94) ⅱ) 미국 설립초기의 특허제도는 추밀원
에서의 “행정절차(executive proceeding)”인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고,95) ⅲ) 자신의 선례인 Graham 판결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헌법이 인정

IP Insight

하는 범위 이내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96)
ⅳ) IPR 제도도 이러한 특허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위항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강조
하였다.97)
이런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은 ① Gorsuch 대법관의 반대의견, 즉 법원이 전통적으로 등록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법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98) ② 공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는 본질적
으로 다양한 방식, 즉 미국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후에, 행정청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혹은 법원이 직접적으로 판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관행(historical practice) 그 자체는 이 사건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99) ③ 결국 의회가 과거(in the past)
법원에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오늘날(today) 특허청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100)

(5) Oil States 사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ⅰ) Oil States 사가 IPR 제도는 법원의 사법권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특징들(every salient characteristic)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된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ⅱ) Oil States 사의 주장에 의하면, 법원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IPR
절차 또한 ① 신청절차(motion), ② 증거개시절차(discovery), ③ 진술절차(depositions), ④ 증인
상호심문절차(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⑤ 연방증거규칙에 근거한 증거제출과 배척
9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3. 연방대법원은 Hulme 교수의 논문(Hulme, Privy Council Law and Practice of Letters
Patent for Invention From the Restoration to 1794, 33 L. Q. Rev. 63, 189-93 (1917))을 인용하였다.
9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4.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of Kansas City, 383 U.S. 1, 5 (1966)
판결을 인용하였다.
9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4.
96)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4.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of Kansas City, 383 U.S. 1, 6 (1966)
판결을 인용하였다.
9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4.
9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4.
9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4-15. 연방대법원은 Ex parte Bakelite Corp., 279 U.S. 438, 451 (1929) 판결을 인용하였다.
100)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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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introduction evidence and objection), ⑥ 양 당사자대립 심리절차(adversarial hearing)를
두고 있고, ⅲ) 그리고 특허청 규칙(regulation)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심리를 “본안(trial)”
으로 칭하고 있고, 특허심판항소위원회에서 등록특허의 무효를 판단하는 자를 “판사(judges)”
라고 칭하고 있으며,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단을 “판결(judgment)”이라고 칭하고 있어서,
전형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01)

USA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사법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는 “looks like 기준”은,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 이외
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부적절하게 선고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Oil States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02)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행정청이 법원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행정청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103) ② 자신의 선례인 1933년 Williams 판결은 “법원(tribunal)”이 “cour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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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린다는 이유로, 또한 “법원의 판결(decisions)”이 “judgements”로 불린다는 이유로, 법원이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사고를 배척하였으며,104) ③ 행정
청의 판결이 최종적이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개인을 구속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반드시 사법
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105) ④ IPR 제도가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진다고 하여,
보통법에 근거한 법적인 책임을 Greene's Energy 사로 하여금 Oil States 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06) ⑤ 결국 정부와 사인간의 공적인 권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서는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107)

(6) 대상판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IPR 제도의 합헌성이라는 법적 쟁점만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대상판결의 적용범위의 협소함(narrowness)을 강조하였다.108) 즉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ⅰ) 특허침해소송(patent infringement action)이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 이외
에서 심리될 수 있는가의 여부, ⅱ) IPR 제도가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원의 개입이 없음에도
미국 연방헌법정신에 근거하여 합헌적인 제도인가의 여부, ⅲ) 2011년 AIA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IPR 제도가 소급적용(retroactive application)되는가의 여부,
10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10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103)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연방대법원은 Freytag v. Commissioner, 501 U.S. 868, 910 (1991) 판결을 인용하였다.
10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연방대법원은 Williams v. United States, 289 U.S. 553, 563 (1933) 판결을 인용하였다.
105)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5. 연방대법원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법원 이외에서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회계감사(audits)를 하는 것을 인정한 Murray’s Lessee v. Hoboken Land & Improvement Co.,
18 How. 272, 280-81 (1856) 판결을 인용하였다.
106)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5-16. 연방대법원은 Crowell v. Benson, 285 U.S. 22, 51 (1932) 판결을 인용하였다.
107)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6. 연방대법원은 Ex parte Bakelite Corp., 279 U.S. 438, 451 (1929) 판결을 인용하였다.
108)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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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적법절차(due process)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109)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과 “수용조항(Taking Clause)”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권이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110)

2. IPR 제도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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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①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는 소가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보통법소송에서는
배심원(jury)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111) ② 자신의 선례에 의하면, 미국 의회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가 언급하지 않은 법원(non-Article Ⅲ tribunal)”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는 당해 판결이 배심원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준(independent bar)이 되지 못하고,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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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이 사건 양 당사자 모두 이러한 자신의 선례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113) ④ 결국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는 Oil States 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는가의 여부라는 법적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서,
IPR 제도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특허청에 적절하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IPR 제도에서 배심
원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114)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판결하였다.115)

Ⅴ. 대상판결의 의미 – Oil Stat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IPR 제도가 미국의
헌법적인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116) 이미
2015년 12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CM 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109)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6-17. 특히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소급적용여부와 IPR 제도의 적법절차규정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Oil States 사가 당해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10)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연방대법원은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 Expense B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642 (1999) 판결과 James v. Campbell, 104 U.S. 356, 358 (1882) 판결을 인용하였다.
111)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12) O
 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연방대법원은 Granfinanciera, S. A. v. Nordberg, 492 U.S. 33, 53-54 (1989) 판결과
Atlas Roofing Co. v.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n, 430 U.S. 442, 450-55 (1977) 판결을 인용하였다.
113)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14)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15)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16) Scott J. Bornstein & Julie P. Bookbinder, Supreme Court Confirms Constitutionality of Inter Partes Reviews,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1de620c-f963-472e-a1d8-83570a46ab27 (2018년 5월 30일 18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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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함으로써,117) IPR 제도가 미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을 밝혔다.118) 이후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이라는
법적 쟁점에 대한 3번의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119) 2017년 6월 2일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il State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고허가를 받아들였다.120) IPR 제도를 통하여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지방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에게 유리하다.121)

USA

특히 IPR 제도를 통한 등록특허의 무효율은 무려 70% 이상에 이른다.122)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IPR 제도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소송상의 강력한 무기(powerful
weapon)가 되고 있다.123)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가
합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IPR 제도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침해소송의 대체물로서,124) 현재와 같이 특허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였다.125) 앞으로 Oil States 판결에서의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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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결단으로 인하여, 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서 IPR 제도는 특허성이 낮음에도
등록된 특허권의 “암살단(Death Squad)”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126)

117) MCM Portfolio, 812 F.3d at 1288-93. MCM 판결 이전에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5년 Patlex Corp. v. Mossinghoff, 758
F. 2d 594, 604 (Fed. Cir. 1985) 판결과 1992년 Joy Technologies v. Manbeck, 959 F.2d 226, 228-29 (Fed. Cir. 1992)
판결에서, 결정계 재심사제도가 미국의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118) 이주환, “MCM 판결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의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IP-NAVI,
2016. 9. 26,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2018년 5월 31일 10시 방문).
119) MCM Portfolio LLC v. Hewlett-Packard Company, 137 S.Ct. 292, 2016 WL 1724103 (U.S. Oct. 11, 2016); Cooper v.
Lee, 137 S.Ct. 291, 2016 WL 361681 (U.S. Oct. 11, 2016); Cooper v. Square, Inc., 137 S.Ct. 475, 2016 WL 3856113
(U.S. Nov. 14, 2016).
120) 이주환, “2017년 6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 IPR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임”, IP-NAVI, 2017. 12. 15,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2018년 5월 31일 11시 방문).
121)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IPR 제도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Cuozzo 판결”,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205면. IPR 절차는 15개의 특허청구항을 기준으로 4십만 달러에서 9십만 달러가 소요되지만,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5백5십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 제316조(a)(11)에 의하면, IPR 절차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지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은 평균적으로 2.3년 소요되었다
122) J ason Mock, Post-Grant Proceedings at the USPTO and the Rising Tide of Federal Circuit Appeals, 25 Fed. Circuit
B. J. 15, 23 (2015).
123) M
 otl, supra note 124, at 1978. 2012년 9월부터 이용가능하게 된 IPR 제도는 예상보다도 훨씬 유명해졌다. IPR 제도는
소송에서의 피고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품질이 낮으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도구가 되었다.
124) Ann E. Motl, Inter Partes Review: Ensuring Effective Patent Litigation Through Estoppel, 99 Min. L. Rev. 1975, 1980 (2015).
125) Jon E. Wright, Michael D. Specht & Pauline M. Pelletier, Supreme Court Upholds IPR as a Valid Procedure for
Challenging Patent Validity: Majority Reasons that Patents are Revocable “Public Franchises”,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9373108-06ac-4f6c-bfea-000357188623 (2018년 5월 31일 14시 방문).
126) S
 afraz Ishmael, “In Face of Separation of Powers Challenge, Supreme Court Upholds Patent Office Inter Partes
Review”, LEXOLOGY, April 25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f980d95-c5d5-41f5-a978-c16ecd0e524a (2018년 5월 31일 15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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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PTAB은 신청인이 IPR 절차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함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이 주 환 법학박사(Ph.D. in Law)

IP Insight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IPR 절차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할 경우, IPR 신청인이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IPR 신청인이 IPR 절차에서
신청한 “any patent claim”의 특허성에 대하여 특허청이 최종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해답(clear answer)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318조(a)가 규정하고 있는 “any”
라는 단어는 “모든(every)”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IPR 절차에서 IPR
신청인이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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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대상판결은 IPR 절차를 담당하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해석과 관련하여,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사점

특히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미국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특허청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특허청의 실무관행인 미국 특허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IPR 절차의
개시결정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청장의 “부분적 개시결정”을 폐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미국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서의 부분적 개시결정을 폐기함으로써, 미국
특허청과 그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SAS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 미국 특허법 제314조(a)하에서의 특허청장의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과 미국 특허법 제318조(a)하에서의 이에 대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결을
지지하였던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IPR 제도에서 IPR 신청
인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유리한 특허법 법리를 새로이 채택하였다.

심급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

당사자

SAS Institute Inc. (신청인)
ComplementSoft (피신청인)

SAS Institute Inc. (항소인)
ComplementSoft (피항소인)

SAS Institute Inc. (상고인)
ComplementSoft (피상고인)

사건번호

2014 WL 3885937

825 F.3d 1341

Case No. 16-969

판결일자

2014년 8월 6일

2016년 6월 10일

2018년 4월 24일

판결결과

모든 특허청구항 판결 x

모든 특허청구항 판결 x

모든 특허청구항 판결 0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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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미국 특허법 제314조(a), 미국 특허법 제318조(a)

Ⅰ. 대상판결의 쟁점 –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은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가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경우, 미국 특허법 제318조(a)1)에 규정되어 있는 최종판결(final decision)2)을
선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IPR 신청인이 IPR 절차3)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all of the
claims)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IPR 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일부
특허청구항(some of claims)의 특허성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이다.4)

USA

Ⅱ. 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 – 연방대법원은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IPR 신청인이 IPR 절차에서 신청한 “any patent claim”의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하여 특허청이 최종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해답(clear answer)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318조(a)가 규정하고 있는 “any”라는 단어는 “모든(every)”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IPR 절차에서 IPR 신청인이 신청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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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5)

Ⅲ. 사건의 경과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AS 사는 ComplementSoft 사의 소프트
웨어 특허인 936 특허6)의 특허청구항 1부터 특허청구항 16까지의 16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를 신청하였다.7) 특허청장은 SAS 사가 적어도 하나의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증명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16개 특허청구항 전체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부 특허청구항인 특허청구항 1, 특허청구항 3부터 특허청구항 10까지 9개의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만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8) 따라서 SAS 사가 IPR 절차에서 신청한
특허청구항 2, 특허청구항 11부터 특허청구항 16까지의 7개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는 IPR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9) 2013년 8월 12일, 특허청장은 특허청 규칙(Patent Office
Regulation)10), 즉 특허청장은 IPR 절차에서 신청된 각각의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전부 혹은 일부 사유(all or some of the grounds)”에 근거하여, “전부 혹은 일부 특허
1) 35 U.S.C. § 318(a) Final Written Decision. If an inter partes review is instituted and not dismissed under this chapter,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issue a final written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patentability of any patent
claim challenged by the petitioner and any new claim added under section 316(d).
2) 미
 국의 IPR 제도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무효심판제도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최종판단을 “심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판단을 우리제도에 일치시키기
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게 “판결(decision)”이라고 칭한다.
3) IPR 제도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29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IPR 절차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을 지지함 (중)”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4) SAS Institute Inc. v. Iancu, Case No. 16-969, at 1 (U.S. April 24, 2018).
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
6) 936 특허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7,110,936”이다.
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3.
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3-4.
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10) 37 CFR § 42.1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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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all or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에 대한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소위 “부분적 절차개시결정(partial institution)” 권한에 근거하여, SAS 사가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16개 특허청구항 중 9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11) 2014년
8월 6일,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린 9개의 특허청구항 중에서, 8개 특허
청구항인 특허청구항 1, 특허청구항 3부터 특허청구항 10까지에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성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1개 특허청구항인 특허청구항 4에 대해서는 특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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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최종판결을 선고하였다.12) 다만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특허청장이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리지 않은 7개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해서는 최종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13)
SAS 사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318조(a)에 의하면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자신이 제출한 IPR 신청서에 포함된 일부 특허
청구항이 아니라 모든 특허청구항(every claim)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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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 2016년 6월 10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특허심판항소위
원회가 IPR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이 규정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로 하여금 IPR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특허청구항에 대해
서만 특허성의 인정여부를 판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SAS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5)
이러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Newman 판사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IPR
신청서에 포함된 일부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2011년 IPR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하여 제정된 “AIA 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 Act)”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IPR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16) 2017년 1월 31일 SAS 사는 상고허가신청을
하였고,17) 2017년 5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18)

Ⅳ. 연방대법원의 판결 –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의
의견은 5대4로 나누어졌다.19) 대법관 5인의 다수의견은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하였다. 연방
11) SAS Institute, Inc. v. ComplementSoft, LLC, IPR2013-00226, 2013 WL 8595939, at *12 (PTAB Aug. 12, 2013).
12) SAS Institute, Inc. v. ComplementSoft, LLC, IPR2013-00226, 2014 WL 3885937, at *24 (PTAB Aug. 6, 2014).
13)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1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15) SAS Institute, Inc. v. ComplementSoft, LLC, 825 F.3d 1341, 1352 (Fed. Cir. 2016).
16) SAS Institute, 825 F.3d at 1353.
17) www.scotusblog.com/wp-content/uploads/2017/02/16-969-cert-petition.pdf
18) www.supremecourt.gov/docket/docketfiles/html/qp/16-00969qp.pdf
19) 특
 허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상판결에서는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두르려져 흥미롭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Gorsuch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작성하고,
Roberts 대법원장, Thomas 대법관, Alito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참하였고, 이와 달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Ginsburg
대법관과 Breyer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작성하고, 서로의 반대의견에 동참하였으며, Sotomayor 대법관과
Kagan 대법관은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동참하였다. 특히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중도성향의 Kennedy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참함으로써,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의 의견이 5대4로 나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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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이유로 SAS 사는 IPR 절차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파기
하여 환송하였다.20)

1. 미국 특허법 제318조(a) 명문은 자신의 견해를 지지함

USA

우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8조(a) 명문이 이 사건 법률상 쟁점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언급하였다.21)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IPR 신청에 대한 취하가 없다면,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IPR 신청인이 신청한 특정
특허청구항(any patent claim)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판결(final written decision)을 선고하여야
하고,22) ⅱ) 이 조항은 의무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규정된(mandatory and comprehensive) 조항
으로,23) ⅲ) 우선 이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shall”이라는 단어는 IPR 절차의 최종판결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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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는 “비재량적인 의무(nondiscretionary duty)”를 특허심판항소
위원회에 부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24) ⅳ) 다음으로 이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any”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포괄적인 의미(expansive meaning)를 가지고 있지만,25) 단수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이 특정 모임 혹은 단체의 구성원
(a member of a particular group or class)을 지칭하거나 혹은 그 특정 모임 혹은 단체의 모든
구성원(every member)을 의미하기 때문에,26) ⅴ) 결국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특허심판항
소위원회는 IPR 신청인이 IPR 절차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every claim)”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must)”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7)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특정 법조항이 일반적인 의미(plain meaning)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임무는 그 법조항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그 법조항상의 명령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28) ② SAS 사가 ComplementSoft 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16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를 신청한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16개 모든 특허

2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4.
2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22)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23)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2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 연방대법원은 Lexecon Inc. v. Milberg Weiss Bershad Hynes & Lerach, 523
U.S. 26, 35 (1998) 판결을 인용하였다.
2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4-5.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Gonzales, 520 U.S. 1, 5 (1997) 판결을
인용하였다.
26)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연방대법원은 2016년 판 Oxford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3d ed. Mar.
2016))을 인용하였다.
2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2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연방대법원은 Social Security Bd. v. Nierotko, 327 U.S. 358, 369 (1946)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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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29) ③ 지방법원이 수행하는 민사소송과 유사한 제도인
IPR 제도에서, IPR 신청인은 IPR 신청서의 주인(master)으로서, 자신이 IPR 절차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판결하기를
원하는 특정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30)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ⅰ) 특허청장은 IPR 절차개시결정판단에서 특허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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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항과 특허성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청구항을 선별할 수 있는 “재량권
(discretion)”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31) ⅱ) 특허청장의 “부분적 개시결정(partial
institution)” 권한은 미국 특허법 제318조의 법조항상의 근거가 없고,32) ⅲ) 또한 “부분적 개시
결정”은 IPR 절차와 관련된 다른 미국 특허법 조항상의 근거도 없는데, 우선 미국 특허법
제311조(a)33)는 당사자는 IPR 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IPR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IPR 절차가 특허청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즉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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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결하기를 원하는 특허청구항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장이 원하는 유형의 IPR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34) ⅵ) 다음으로 미국 특허법 제312조(a)(3)35)는 IPR
신청인으로 하여금 IPR 절차에서 특허성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각 특허청구항(each claim)”과
각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grounds)”를 IPR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IPR 신청인이 원하는 유형의 IPR 절차를 진행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36)
ⅴ)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의회는 IPR 절차의 입법시에 IPR 절차의 전체적인 진행을 결정하는
것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IPR 신청인이라는 “IPR 절차의 법적 구조”를 선택하였다고 언급
하였다.37)
또한 연방대법원은 결정계 재심사제도(ex parte reexamination)38)와 IPR 제도를 비교하면서,
① 결정계 재심사제도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특허법 제303조(a)39)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2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3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3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32)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5.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8조의 조항상의 표현과 전체적인 문맥은
특허청장의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3) 35 U.S.C. § 311(a) In Genera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patent
may file with the Office a petition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of the patent.
3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
35) 35 U.S.C. § 312(a)(3).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may be considered only if the petition identifies, in writing
and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challenged, the grounds on which the challenge to each claim is based, and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to each claim.
36)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
3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
38) 결정계 재심사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3번에서 언급한 IP-INSIGHT를 참고하기 바란다.
39) 3
 5 U.S.C. § 303(a).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the filing of a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2, the Director will determine whether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affecting any
claim of the patent concerned is raised by the request, with or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patents or 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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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주의적인 접근방법
(inquisitorial approach)”을 인정하였고, ② 만약 의회가 IPR 절차의 개시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직권주의적인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였더라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의회는 IPR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청이 주도하는 직권주의절차를 규정하는 대신에,
당사자가 주도하는 “당사자대립절차(party-directed adversarial process)”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40)

USA

2. 미국 특허법 제314조는 특허청장의 부분적 개시결정을 인정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a)와 미국 특허법 제314조(b)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314조는 특허청장의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41) 우선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314조(b)42)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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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IPR 절차개시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면
특허청장은 IPR 절차개시여부의 결정에서 “두 가지의 선택(binary choice)”, 즉 “IPR 절차를
개시할 것인가?” 혹은 “IPR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것인가?”를 할 수 있고,43) ⅱ) 미국 의회는
이 조항에서 “pursuant to”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IPR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IPR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44)
ⅲ) 특히 이 조항은 특허청장이 IPR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IPR 절차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권 또는 특허청장이 스스로 고안한 별도의 IPR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특권이 특허청장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45)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① 미국 특허법 제314조(a)46)는 특허청장은 IPR 신청인이 IPR 신청
서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특허청구항(at least 1 of the claims)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publications. On his own initiative, and any time, the Director may determine whether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s raised by patents and publications discovered by him or cit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 or 302. The existence of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is not precluded by the fact that a patent
or printed publication was previously cited by or to the Office or considered by the Office.
4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
4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8.
42) 35 U.S.C. § 314(b) Timing. The Director shall determine whether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chapter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within 3 months after (1) receiving a preliminary response
to the petition under section 313; or (2) if no such preliminary response is filed, the last date on which such
response may be filed.
43)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6-7.
4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4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46) 35 U.S.C. § 314(a) Threshold. The Director may not authorize an inter partes review to be instituted unless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and any response filed
under section 313 shows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1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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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이 없다고 판단되면, IPR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47) ② 특허청장은 이 조항상의 표현은 자신으로 하여금 각 특허청구항을
개별적으로(individually) 판단하여, 각 특허청구항별로(claim-by-claim basis) IPR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48) ③ 이 조항은 특허청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즉 이 조항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특허청구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특허청구항에 IPR 신청인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IP Insight

가의 여부만을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려는 조항으로,49) ④ 일단 하나의 특허청구항
(a single claim)에 대하여 IPR 신청인의 승소가능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특허청구항
(additional claim)에 대하여 IPR 신청인의 승소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장은 IPR 절차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특허청구항(any other claims)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50) ⑤ 결국 이 조항은 하나의 특허청구항에 대한 IPR 신청인의 합리적인 승소가능
성은 IPR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한 IPR 절차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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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언급하였다.51)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304조52)에 의하면 결정계 재심사제도(ex parte
reexamination)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특정 특허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새로운 의문(substantial new question)을 제기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제한된 재심사개시결정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53) ⅱ) 즉 결정계 재심사
제도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각 특허청구항별로(claim-by-claim), 각 특허성의 부정사유별로
(ground-ground basis) 결정계 재심사절차의 개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54) ⅲ) 미국
의회는 IPR 제도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55)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은 ① 특허청장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a)는 자신이 하나의 특허청구
항에 대하여 IPR 신청인의 합리적인 승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IRP 절차개시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R 신청인의 합리적인 승소가능성에 근거한 IPR
절차개시여부결정은 자신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56) ② 미국 특허법 제314조
(a)는 특허청장에게 IPR 절차개시여부결정에 대해서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IPR
4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4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4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5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5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52) 35 U.S.C. § 304. If, in a determination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03(a), the Director finds that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affecting any claim of a patent is raised, the determination will include an
order for reexamination of the patent for resolution of the question.
53)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
5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7-8.
5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8.
56)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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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포함된 특정 특허청구항의 IPR 절차개시여부결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고,57) ③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 제314조(b)는 특허청장이 IPR 절차개시여부결정만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58)

USA

3. 미국 특허법 제314조(a)와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문언상 차이점은 특허청장의
부분적 개시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IPR 신청인이 신청한
“어떤 특허청구항(any patent claims)”에 대해서도 최종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IPR 절차의 개시결정단계에서부터 최종판결 선고단계에 이르기까지
IPR 절차의 진행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권이 아닌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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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9) ⅱ) 특허청장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a)와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문언상의 차이점을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고, 특히 특허청장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a)는 IPR 절차초기의 특허청장의 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조항으로, “IPR 신청서에 신청된(challenged in the petition) 특허청구항”을 언급
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미국 특허법 제318조(a)는 IPR 절차종기의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판결에 대한 조항으로, “IPR 신청인에 의하여 신청된(challenged by the
petitioner) 특허청구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 조항에서의 이러한 문언상 차이점
(linguistic discrepancy)이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IPR 절차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IPR 신청서에 포함된 특허청구항과 동일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60) ⅲ) 이러한 특허청장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61)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① 미국 특허법 제314조(a)와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문언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조항은 IPR 신청인의 주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 조항이 특허청장에게 IPR 절차에서의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특정 특허청구항을 선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62) ② 특히 특허권자는 미국 특허법 제316조
(d)(1)(A)63)에 근거하여, IPR 신청서에 포함된 일부 특허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amendment)을
5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8.
5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8.
5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
60)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청장은 IPR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특허청구항보다는 더 작은 수의(fewer)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6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
62)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
63) 35 U.S.C. § 316(d) Amendment of the Patent. (1) In general. During an inter partes review instituted und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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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는 자연적으로 IPR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특허청구항이 항상 IPR 절차종기에
IPR 절차의 최종판결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64) ③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의회가 “신청인에 의하여 신청된(challenged by the petitioner)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만 특허
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하였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④ 결국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문언상의 표현은 의회가 양 규정에서 다소 다른 문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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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적 개시결정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적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ⅰ) 특허청장은 정책적인 주장(policy argument), 즉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로 하여금 무효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특허청구항에만 IPR
절차의 심리를 집중하게 할 수 있어서, 시간과 기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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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라고(efficient) 주장하고 있으나,66) ⅱ) 이와 달리 SAS 사는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은, 특허청장이 특허성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선택한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는 IPR 절차를 거치고, 특허청장이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선택하지 않은 특허청구
항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는 가능성을 남겨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하나의
분쟁국면이 아닌 두개의 분쟁국면을 요구함으로써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비효
율성(inefficiency)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67) ⅲ) 특허청장이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이 효율적이라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SAS 사는 부분적 개시결정이 비효율
적이라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각자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68) ⅵ) 특정 정책을 입법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임무(Congress job)”이고,
의회가 제정한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임무(this Court’s job)”로서, 이러한 정책
적인 주장은 “연방대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적절하게 답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 제318조(a)에서의 의회의 정책은 IPR 신청인이 자신이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다고 언급하였다.69)

5. Chevron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음
연방대법원은 ① 특허청장이 자신의 선례인 1984년 Chevron 판결의 취지, 즉 자신이 특정
chapter, the patent owner may file 1 motion to amend the patent in 1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A) Cancel any
challenged patent claim.
6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
6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9-10.
66)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Ginburg 대법관과 Breyer 대법관도
이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6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 또한 연방대법원은 SAS 사가 부분적 개시결정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의회의 효율성의 추구라는 목적(Congressional efficiency goal)”을 해친다고 주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6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
6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11.

32

법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의회의 입법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면서, 미국 특허법 제314조(a)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해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70) ② 구체적으로 특허청장은 Chevron 판결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법 제314조(a)는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은 부분적 개시결정이라는 관행의 적절성(propriety of the practice)에 대하여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71)

USA

③ 이에 대하여 SAS 사는 이 사건을 Chevron 판결을 폐기하는 기회, 즉 법 조항상의 의미는
행정청의 판단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법적 문제로 인식하는
Chevron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법리를 다시 채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72)
④ 다만 Chevron 판결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도, 법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전통적인 도구를
채택하여, 스스로 그 법조항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부여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그 법조항에
대한 특허청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없고,73) ⑤ 이 사건에서 자신은 법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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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도구를 채택하였고, 의회는 미국 특허법 제314조(a)에서 특정 특허청구항에 대한
IPR 절차의 신청서에 근거하여 IPR 절차가 전적으로 진행되도록 명확하게 의도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둘러싸고 IPR 절차진행의 중심을 IPR 신청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결은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언급한 모든 특허청구항
(every claim)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74) ⑦ 결국 미국 특허법 제314조(a)에 규정되지 아니한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였다.75)

6. 연방대법원은 특허청의 부분적 개시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할 자격이 있음
연방대법원은 ⅰ) 특허청장이 자신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a)가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314조(d)76)와
IPR 제도에 대한 자신의 선례인 2016년 Cuozzo 판결77)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78) ⅱ) 미국 특허법
7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1. 연방대법원은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1984) 판결을 인용하였다.
7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1.
72)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1.
73)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1-12. 연방대법원은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843 n.9 (1984) 판결을 인용하였다.
7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2.
75)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2. 연방대법원은 특허청장은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이 “더 좋은 정책(better
policy)”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특허법 제314조(a)의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정책적인 고려는
애매함(ambiguity)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76) 3
 5 U.S.C. § 314(d) No Appeal. 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nal and nonappealable.
77) C
 uozzo 판결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28일에 업로드된 IP-INSIGHT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IPR 절차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을 지지함 (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78)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2.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S. ___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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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d)는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결정은 최종적인(final)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nonappealable) 규정하고 있고, Cuozzo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특정 특허청구항의
IPR 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오류를 범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적인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결하였고,79) ⅲ) Cuozzo 판결의 판시사항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을 포함하여 IPR 절차
개시결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적인 검토(judicial review)를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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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80) ⅵ) 특허청장의 이러한 해석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와
선례인 Cuozzo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언급하였다.81)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① Cuozzo 판결은 특허청과
같은 행정청의 판결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인 검토를 인정하는 “강한 추정력(strong
presumption)”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선례의 의하면 이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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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인 심사를 배제시켰다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표식
(clear and convincing indication)”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82) ② 이러한 추정력에
대한 법리와 미국 특허법 제314조(d)에 근거하여, Cuozzo 판결은 IPR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의하여 특허청구항들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합리적인 승소가능성이 인정되어, IPR 절차의
진행이 정당화된다는 특허청장의 최초판단(initial determination)인 IPR 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에
대하여만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법원의 사법적인 검토를 배제시킨다고 판시하였고,83) ③ 이런
측면에서 Cuozzo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는 특허청이 법규정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84) ④ 만약 특허청이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과 같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shenanigans)”를 하였
다면, 법원이 이러한 특허청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법적인 검토를 행하는 것은 행정소송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85)
결국 연방대법원은 앞에서 설명한 사항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법 제314조(d)와 선례인
Cuozzo 판결은 IPR 절차가 미국 특허법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되는가의 여부에
판결을 인용하였다.
7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2.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S. ___ (2016)
(slip op., at 7-12) 판결을 인용하였다.
8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2.
8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3.
82)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3.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S. ___ (2016)
(slip op., at 9, 10) 판결을 인용하였다.
83) S
 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3.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S. ___ (2016)
(slip op., at 9, 12) 판결을 인용하였다.
84)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3.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579 U.S. ___ (2016)
(slip op., at 11) 판결을 인용하였다.
85)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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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즉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에 대하여 자신이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86)

Ⅴ.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 – SAS 판결은 IPR 절차를 담당하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는
미국 특허법 제318조(a)의 해석과 관련하여,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87) 특히

USA

SA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미국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특허청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특허청의 실무관행인 미국 특허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IPR 절차의 개시결정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청장의 “부분적 개시결정”을 폐기하였다.88) 즉 연방
대법원은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특허청구항 중에서 IPR 절차의 최종판결대상
으로 삼기를 원하는 특허청구항을 선별하여, 그 선별된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만 IPR 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는 특허청의 관행을 폐기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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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결이 날 수 있는 특허청구항에만 IPR 절차의 심리를 집중시킴으로써,
IPR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89) 특히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특허정책을 입법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담당하고, 이러한 의회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자신이 담당한다고 강조하면서,90) 미국 의회가 미국 특허법 제314조를 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IPR 신청인은 IPR 신청서에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91)
SAS 판결의 판시의 결과로, 미국 특허청장은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
청구항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102조의 신규성과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진보성에 근거하여 특허성이 없다는 IPR 신청인의 합리적인 승소가능성이
증명되면, IPR 신청인이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모든 특허청구항을 IPR 절차의 심리대상으로 삼아 특허성의 인정여부를 판단
하고 난 후, 이 특허청구항들의 특허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92)
86)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4.
87) Sandip H. Patel & Michael R. Weiner, Supreme Court Decides that IPR Final Decisions Must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a58d39c-8cae-485c-8379-78f32cd103a9 (2018년 7월 25일 14시 방문).
88) B
 arry J. Schindler, Heath J. Briggs & Stephen M. Ullmer, USPTO Must Decide the Patentability of All Claims
Challenged in an Inter Partes Review,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f59294e-9a8b-4f05-a059-75b784ec5767 (2018년 7월 25일 15시 방문).
89)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11.
90)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
91)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0-11.
92) P
 aul Devinsky, US Supreme Court For AIA Proceedings, All or Nothing at All, LEXOLOGY, April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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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AS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IPR 신청인은 IPR 신청서에서 신청한 모든 특허청구항의 특허
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SAS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특허
청의 실무관행이었던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의 결과로 IPR 절차의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특허청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하여 무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SAS 판결은 IPR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93) 나아가 IPR 제도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특허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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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특허권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powerful weapon)으로 기능하기
때문에,94) SAS 판결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95)
결국 SAS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청장의 IPR 절차에서의 부분적 개시
결정을 폐기함으로써, 미국 특허청과 그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였다.96)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SAS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 미국 특허법 제314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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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의 특허청장의 IPR 절차의 부분적 개시결정과 미국 특허법 제318조(a)하에서의 이에 대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종판결을 지지하였던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함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IPR 제도에서 IPR 신청인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유리한 특허법 법리를 새로이 채택하였다.97) 이런 측면에서 IPR 제도에 대하여 2016년
6월 20일에 선고된 연방대법원의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판결98)과 2018년
4월 24일 SAS 판결과 같은 날에 선고된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판결99)과 취지를 같이 한다. Cuozz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PR 절차에
서의 특허청구항의 해석기준은 지방법원 소송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기준(General
Meaning Standard)이 아니라 최광의의 합리적인 해석기준(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라고 선언함으로써,100) IPR 신청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리를 채택
하였다.101) 그리고 Oil stat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가 미국의 연방헌법정신에 부합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66b8171-83f4-489d-9a65-746408f8dda8 (2018년 7월 25일 17시 방문).
93) K
 ean J. DeCarlo, Supreme Court Inter Parties Review Decision - SAS INSTITUTE INC. v. IANCU,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efe8878-b176-4e15-90c5-df985661292a (2018년 7월 26일 10시 방문).
94) Ann E. Motl, Inter Partes Review: Ensuring Effective Patent Litigation Through Estoppel, 99 Min. L. Rev. 1975, 1978 (2015).
95)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IPR 절차의 신청인이 된다.
96) S
 cott A.M. Chambers, Richard J. Oparil & Matthew D. Zapadka, The Supreme Court Limits the Power of the PTAB,
LEXOLOGY, April 25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643e286-b6ff-4d4e-9c00-86b4c0e666fd (2018년 7월 26일 11시 방문).
97) SAS Institute, Case No. 16-969, at 14.
98)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 (U.S. June 20, 2016).
99)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Case No. 16-712 (U.S. April 24, 2018). Oil States
판결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1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2018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에서 IPR 제도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선언함 (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ip-navi.or.kr/
board/viewBoardArticle.navi
100) Cuozzo, No. 15-446, at 1.
101) J ason Mock, Post-Grant Proceedings at the USPTO and the Rising Tide of Federal Circuit Appeals, 25 Fed. Circuit
B. J. 15, 25 (2015). 그 이유는 IPR 제도에서 특허청구항의 해석방법으로 일반적인 의미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최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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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즉 IPR 제도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선언하여,102)
현재와 같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등록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effective weapon)로 기능하기를 원함으로써,103) IPR 신청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리를 채택하였다.104)
결국 연방대법원은 2011년 미국 의회가 AIA 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USA

(Inter Partes Reexamination)를 대신하여 도입한 IPR 제도에서, 2016년 Cuozzo 판결, 2018년
Oil States 판결에 이어 2018년 SAS 판결에서도 IPR 신청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리를 채택함
으로써, 일관된 특허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의회가 IPR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IPR 제도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법원 소송의 효율적인 대체물(effective alternative)로
기능하기를 원하였던 것에 있기 때문에,105)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와 관련한 미국 특허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이러한 미국 의회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IPR 신청인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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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법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IPR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벌써 연방대법원 판결이 3번
이나 선고되었다. 이는 IPR 제도가 미국의 특허분쟁과 특허제도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PR 절차를 통한 등록 특허권의 무효율은 IPR 절차
개시가 인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70% 이상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106) 특허권자들은 IPR 제도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IPR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IPR 제도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허권자는
IPR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미국에서
IPR 제도를 둘러싼 특허분쟁 환경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기대된다.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적용한다면, 등록특허의 무효율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IPR 제도와 미국
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237-38면.
102) Oil States, Case No. 16-712, at 17.
103) J on E. Wright, Michael D. Specht & Pauline M. Pelletier, Supreme Court Upholds IPR as a Valid Procedure for
Challenging Patent Validity: Majority Reasons that Patents are Revocable “Public Franchises”,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9373108-06ac-4f6c-bfea-000357188623 (2018년 7월 26일 15시 방문).
104) T homas L. Duston & Julianne M. Hartzell, The Supreme Court Finds IPR Proceedings Constitutional, LEXOLOGY, April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a697a32-a65a-43a9-8e7d-90df0440e33c (2018년 7월 26일 18시 방문).
105) M
 elissa Cerro, Navigating a Post America Invents Act World: How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upports
Small Business, 34 J. Nat’l Admin. L. Judiciary 193, 226-27 (2014).
106) Mock, supra note 101, a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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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에게의 특허권 양도가 IPR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aint Regis Mohawk Tribe v. Mylan Pharmaceuticals Inc., 898 F.3d 1177 (Fed. Cir. 2018)-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IP Insight

쟁점

IPR에서 부족국 주권면제(tribal sovereign immunity)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IPR에서는 부족국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IPR은 부족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무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연방법원의 소송 절차가 아닌 연방정부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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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으로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데, IPR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없는 혼합형 절차로, 연방법원에의 민사소송과 달리 (1)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권한이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 (2)특허심판원 재량으로 심판을 계속하거나 특허청장이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3)연방민사소송절차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며, 소장의 보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행정 절차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주 및 부족국의 주권면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주권면제 주장이 특허분쟁에 있어
상대방의 모든 공격 행위를 무력화시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
이다. 다만 부족국 주권면제를 들어 IPR 개시를 저지할 수 없다는 본 판시를 고려할 때, 특허권자인
기업이 부족국에 거액의 돈을 주면서까지 자사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다시 자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여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유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판례의 말미에서 ‘50개 주’의 주권면제에 대한
판단은 보류함을 명시해두었다는 점에서, ‘주권면제를 얻기 위한 특허권 양도’ 전략에 대한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급

1 심 (특허심판원)
원고

Mylan Pharmaceuticals Inc.,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Akorn, Inc.

항소인

Saint Regis Mohawk Tribe

피고

Saint Regis Mohawk Tribe

피항소인

Mylan Pharmaceuticals Inc.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Akorn, Inc.

당사자

법원

특허심판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IPR2016-01127, IPR2016-01128,
IPR2016-01129, IPR2016-01130,
IPR2016-01131, IPR2016-01132,
IPR2017-00599, IPR2017-00576,
IPR2017-00578, IPR2017-00579,
IPR2017-00583, IPR2017-00585,
IPR2017-00586, IPR2017-00594,
IPR2017-00596, IPR2017-00598,
IPR2017-00600, IPR2017-00601

2018-1638, 2018-1639, 2018-1640,
2018-1641, 2018-1642, 2018-1643

판결일자

2018년 2월 23일

2018년 7월 20일

판결결과

기각신청 거절 (부족국 주권면제 적용 불가)

인용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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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Restasis product, a treatment for alleviating the symptoms of chronic dry eye
(U.S. Patent Nos. 8,629,111 / 8,633,162 / 8,642,556 / 8,648,048 /
8,685,930 / 8,248,191(통틀어 이하 ‘Restasis®에 관한 6건 특허’))
35 U.S.C. §145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IPR 절차에서 부족국이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1. IPR에서는 부족국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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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법원의 소송 절차가 아닌 연방정부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IPR은 명백히 사법 절차 또는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없는 혼합형 절차이며,
연방법원에의 민사소송과 달리 (1)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권한이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하게 부여
되어 있다는 점, (2)이미 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이 원치 않아도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계속
하거나, 특허청장이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3)연방민사소송절차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며,
소장 보정은 불가하나 청구항 보정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아, 행정 절차에 보다 근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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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다국적 제약 회사 Allergan은 만성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 Restasis®에 관한 6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Restasis®는 Allergan의 제품 중 보톡스 이후 시장 판매량이 가장 높은 약이다.
경쟁사인 Mylan Pharmaceuticals Inc.,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Akorn, Inc.(통틀어
이하 ‘Mylan 등’이라 함)가 Restasis®의 제너릭에 대한 약식신약허가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1)를 제출하자, Allergan은 2015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2)
이에 2016년 6월 Mylan 등 군소 제너릭 제조업체들은 Restasis®에 관한 6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라 함)에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라 함)3)을 신청(petition)하였고, PTAB는 그 개시를 허여하였다.
1) ANDA는 제네릭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임상시험 결과 등 오리지널약 허가 신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불린다. 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9
2) 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Restasis®에 관한 6건의 특허가 자명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Allergan(현재는
Mohawk 부족도 함께 하였다)은 항소한 상태이다.
3) IPR은 2012년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1)특허등록일
로부터 9개월 또는 PGR 절차 종료일 중 늦은 날, (2)신청인이 당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3)
신청인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하다. IPR은 특허 또는 ‘printed publication’에 기초한 신규성
∙ 진보성만을 무효 사유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따라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라 함) 특허심사지침서(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이하 ‘MPEP’ 라 함) 제2128조 ‘Printed Publication’ as prior art에 ‘printed publication’에 대한 요건이
보다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IPR 절차는 PTAB에서 수행되며(AIA 제316(c)조, 제326(c)조), 신청된 청구항 중 단 하나라도
무효로 판단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PTAB는 이를 허여하고, 보통 절차 시작 후 판정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PTAB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CAFC에 항소할 수 있다(특허법 제141조 내지 제14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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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절차가 진행 중인 2017년 9월 Allergan은 돌연 Restasis®에 관한 6건 특허를 Saint
Regis Mohawk 부족(이하 ‘Mohawk 부족’이라 함)4)에게 양도하였다. 특허권을 양수한 자가
그 대가로 양도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도 계약의 모습인 데 반해, 이 사건 양도
계약에서는 Allergan이 자신의 특허권을 Mohawk 부족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1,375만 달러
(약 160억원)를 지급하고, 다시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5)을 설정 받는 조건으로 매년
1,500만 달러(약 170억원)의 실시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Allergan이 제약회사와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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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은 부족국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합의를 한 이유는 고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Mohawk 부족을 매개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6)을 얻어 IPR 절차에 따른 특허 무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다. Mohawk 부족과 Allergan은 주권면제를 근거로 IPR 절차를 종결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PTAB는 이를 거절하고 IPR 절차에서는 부족국7) 주권면제(tribal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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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ty)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Allergan과 Mohawk 부족은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8)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CAFC는 PTAB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은 PTAB의 IPR 절차에서도
‘부족국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991년 연방대법원 Okla. Tax Comm’n v. Citizen Band Potawatomi Indian Tribe of
Okla.9)에 따르면, 인디언 부족국이 명백히 주권면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회가 이를
4) 뉴욕과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인디언 자치국으로, 인구는 약 1만 3천 명 정도라고 한다. www.helloiplaw.com/669
5) 한
 국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는 구분되어, 이 글에서는 ‘독점적 실시권’이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독점적 실시권은 법률에 그
요건 및 효과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 실무상 확립된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남아있으면서 실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이며,
당사자 간 실질적 의사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양도(assignment)인지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실시권 설정인지를 구별한다. 독
점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한국의 전용실시
권은 특허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지배‧이용하는 권리로, 특허법 제100조 제2항 및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 간 설정 계약 및 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물권적 성질을 지니고, 그 설정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와 유사하게
보호된다. 특허권자가 고정된 실시료를 받는 경우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에게는 별도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전용실시권자의 이익에 비례하는 실시료(이른바 running
royalty)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료가 감소하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독점적 실시권과 유사한 한국의 제
도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실시권자가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6) ‘국가의 재판권면제’, ‘주권면책특권’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특정 주(州) 등 주권체들이 연방 재판관할권을
따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7) 인디언 자치국(Indian Nations) 또는 부족 주권체(Tribal Sovereignty)라고도 불린다.
8) 28 U.S.C. §1295(a)(4)(A)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9) 498 U.S. 505, 509 (1991). 1991년 오클라 판결에 의한 것인지, 1996년 대법원 세미놀 판례에 의한 것인지(hello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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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지 않는 한 부족국은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주(state)와 마찬
가지로 부족국에도 주권면제가 인정되며, 이는 보통법(common law)에 기인한 것이다.10) 이들
주(州) 및 부족국들은 사인(私人)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절차가 아닌 연방정부의 행정 절차11),
즉 연방 정부가 그 기관을 통해 수사(investigative action)하거나 심판(adjudicatory action)하는
행위12)에 대해서는 이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blanket rule)은 아니다.13)

USA

그 예로 2002년 연방대법원의 Fed. Maritime Comm’n v. S.C. State Ports Auth. 판결
(이하 ‘FMC 판결’이라 함)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운영하는 항만이
해상법(Shipping Act of 1984)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를 상대로 연방해양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라 함)14)에 청원을 제기한 사안이다.15) 즉 FMC 판결에서는
FMC 절차에서 ‘주 주권면제(state sovereign immunity)’를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주가 그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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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들어 연방위원회가 그 사안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은 ‘주가 연합(Union)에 가입할 때 주가 그러한 주권면제를 가진다고
입안자(Framer)들이 생각했을지 여부’를 살펴보았다.16) 법원은 행정기관이 개시하는 집행
절차(agency-initiated enforcement proceedings)와 개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판단 절차
(adjudicative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state by a private party)를 구별하면서, FMC
절차는 연방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절차와 ‘매우(overwhelming)’ 유사함을 들어,17) 주는 주 주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FMC 판결을 들면서 Mohawk 부족은 FMC와 마찬가지로 IPR 역시 두 사적 당사자가
대립적으로 다투는 사법 절차이고, 그 진행 방향(contour)을 결정하는 주체는 특허청이 아닌
10) Santa Clara Pueblo v. Martinez, 436 U.S. 49, 58 (1978).
11) E.E.O.C. v. Karuk Tribe Hous. Auth., 260 F.3d 1071, 1075 (9th Cir. 2001), United States v. Red Lake Band of Chippewa
Indians, 827 F.2d 380, 383 (8th Cir. 1987).
12) Pauma v. NLRB, 888 F.3d 1066 (9th Cir. 2018) (holding the NLRB could adjudicate unfair labor charges brought by
the Board against a tribally-owned business operating on tribal land); Karuk Tribe Hous. Auth., 260 F.3d at 1074
(holding tribe not immune in EEOC enforcement action); cf. Fed. Power Comm’n v. Tuscarora Indian Nation, 362 U.S.
99, 122 (1960) (holding that tribal lands were subject to takings by the Federal Power Commission).
13) Fed. Maritime Comm’n v. S.C. State Ports Auth., 535 U.S. 743, 754–56 (2002).
14) 미국 정기선 해운을 규제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관이다. 1984년 해사법(Shipping Act of 1984)을 원활히 운용하고,
정기선 해운관행을 규제함과 동시에 1920년 상선법 제19조(Section 19, Merchant Marine Act, 1920) 및 1988년 외국해
운관행법(Foreign Shipping Practices Act of 1988)에 따른 미국 무역에 있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
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www.cargonews.co.kr/tmdict/adminKeyView.php?P_URI=idxno%3D1482%26pagecnt%3D0%26letter_
no%3D233%26start_num%3D0%26search%3D%26keyword%3D%26Lang%3DEng%26StartTm%3DF%26EndTm%3DG
15) Id. at 747.
16) Id. at 756.
17) Id. at 759. 예를 들어 증거개시 절차 규정 등이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virtually indistinguishable)’로 ‘매우
유사(bear a remarkably strong resemblance)’하다고 보았다(Id. at 757–758). 또한 FMC가 수사(investigation)나
집행(enforcement)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행정 절차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Id. at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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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Mylan 등은 IPR은 전형적인 행정 행위(traditional agency
action)에 보다 유사하고, 두 사적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종전에 이미
부여한 독점권을 재심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부족국이 아닌 회사들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부족국 주권면제를 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그 양도계약은 허위이고,
더불어 부족국은 특허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이기에 부족국
주권면제를 들어 IPR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IP Insight

CAFC는 IPR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인(私人)에 의해 제기된 사법 절차(judicial
proceeding)도, 연방정부에 의한 행정 절차(enforcement action)도 아니라고 보았다.18) 법원
절차와 유사하게 ‘판결적 성격(adjudicatory characteristics)을 가진 혼합형 절차(hybrid
proceeding)’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절차(judicial proceeding)보다는 전문 행정 절차
(specialized agency proceeding)에 보다 가까움을 전제로, IPR 절차에서는 ‘부족국 주권면제’를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R의 경우 그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 특허청장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20)
그에 반해, FMC는 사인에 의해 청원이 제기된 경우 그 청원을 무시하고 사법적 판단을 유보할
권한이 없고,21) 민사소송에서도 연방법원은 제기된 소를 거절할 재량이 없다. 둘째, IPR은 일단
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 특허권자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22) PTAB 재량으로 심판을
계속할 수 있고23), 설사 당사자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특허청장도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24)은,
IPR은 특허청이 개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던 것을 다시 고려하는 절차임을 더 강화한다.
셋째, IPR에서의 USPTO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라 함)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지 않다.25) 소장에 상당한 수정이 허용되는 민사
소송26)과 달리 IPR에서는 오탈자 수정(clerical or typographical corrections)만 할 수 있을 뿐

18) 이러한 긴장 관계는 같은 날 판시된 최근 두 개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다. Oil States Energy Services v. Greene’s
Energy Group, LLC, 138 S. Ct. 1365 (2018)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IPR에서의 정부와 USPT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반면 SAS Institute Inc. v. Iancu, 138 S. Ct. 1348 (2018) 판결에서 대법원은 IPR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다며 심판적 측면을 부각시켰다(Id. at 1352-55).
19) Cuozzo Speed Techs., LLC v. Lee, 136 S. Ct. 2131, 2143–44 (2016).
20) Oil States, 138 S. Ct. at 1371(“The decision whether to institute inter partes review is committed to the Director’s
discretion.”). 물론, IPR 진행 방향 결정에 관한 특허청장의 재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21) FMC, 535 U.S. at 764.
22) Reactive Surfaces Ltd. v. Toyota Motor Corp., IPR2017-00572, Paper 32 (PTAB July 13, 2017) (citing 37 C.F.R.
§§42.108(c), 120(a))
23) 35 U.S.C. §317(a).
24) Cuozzo, 136 S. Ct. at 2144; 35 U.S.C. §143.
25) 설사 일부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이점이 더 많다.
26) Fed. R. Civ.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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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27)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불가능한 특허청구항 보정은 IPR 절차 진행 중 가능하다.28) 또한
IPR에서는 민사소송에는 존재하는 예비 절차(preliminary proceedings)가 부족하며,29) 증거
개시절차(discovery)의 인정 범위도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넓다.30)
넷째, AIA 이전 구특허법상 존재했던 재심사(ex parte or inter partes reexamination)
제도는 IPR보다 절차의 개시 및 심리 등 진행 등에 있어 특허청에 주도적인 지위가 더 많이 부여

USA

되어 있었고 민사 소송과 덜 유사했다(more inquisitorial and less adjudicatory)는 사실만으
로는, IPR을 신설한 의회의 입법 의도가 반드시 주권면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1)
Cuozz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또한 inter partes reexamination과 IPR은 특허청의 결정을 다시
심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동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32)
이에 덧붙여 CAFC는 이 판례에서는 IPR에서 ‘부족국 주권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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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것으로, 부족국 주권면제와 주 주권면제 간 많은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주 주권면제에 대하여
다르게 다루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Ⅴ. 시사점
수정헌법 제11조33)는 미국34)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에 의해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5)
이 조항은 ‘주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족국 주권면제’ 또한 그에 대한

27) Nat’l Envtl. Prods. Ltd. v. Dri-Steem Corp., IPR 2014-01503, Paper 11 (PTAB Nov. 4, 2014) (citing 37 C.F.R. §42.104(c)).
28) 35 U.S.C. §316(d).
29) Farmwald v. Parkervision, Inc., IPR 201400946, Paper 13 (PTAB Jan. 26, 2015) (declining to conduct a Markman hearing).
30) F
 RCP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개시절차는 증인심문(FRCP §§27~32), 질의요구(FRCP §33), 자인요구(FRCP
§36), 증거검사요청(FRCP §34) 및 신체·정신검사를 포함하는 의료검사(FRCP §35) 등의 다섯 가지 형태가 있다.
반면 IPR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A)선서서(affidavits)나 선언서(declarations)를 제출하는 증인의
증언(deposition), (B)그 외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35 U.S.C. §316(a)(5)).
31) 부족국은 기존의 재심사(ex parte or inter partes reexamination) 절차에서는 그 직권주의적인 성질(inquisitorial nature)
때문에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Oral Arg. at 6:30–8:10).
32) Cuozzo, 136 S. Ct. at 2144.
33) 1794년 3월 5일 발의되고, 1795년 2월 7일 비준되었다. 수정헌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2/3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하고, 50개 주의 3/4인 38개 주의 승인을 얻어야하기에 통과가 매우 어렵다. 수정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가
한꺼번에 제정된 이후, 제11조 내지 제27조는 개정 시마다 개별적으로 제정되었다.
34)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50개의 주(state),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territory), 약 567개의 부족국 등
여러 개의 작은 자치국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직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권한은 각 주권체들이 자유롭게 행사한다. 부족 국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는 주와 연방정부 간 관계와
비슷하다. www.helloiplaw.com/441
35) Amendment 11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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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정되고 있다.36) 주 및 부족국의 주권면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주권면제의 주장이 특허분쟁에 있어 상대방의 모든 공격 행위를 무력화시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주 및 부족국의 주권면제는 헌법 제3조 제2항37)에 따라 주의 주권면제를 폐기한 1793년
연방대법원 Chisholm v. Georgia 판결38)에 충격을 받은 의회 및 주에 의해 1795년 수정헌법

IP Insight

제11조가 제정된 이래 그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왔다. 남북전쟁 이후 공채무를 불이행한
주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소 제기가 증가함으로 인한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연방대법원이
그 판시에 동조를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39) 1828년 연방대법원 Governor of
Georgia v. Madrazo 판결40)에서는 문언해석상 원고인 다른 주 시민 또는 외국 시민 외에도
자신의 주 시민으로 원고 범위가 확대되고, 1890년 연방대법원 Hans v. Louisiana 판결41)에서는
주 뿐만 아니라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도 주권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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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1996년 Seminole Tribe of Florida v. Florida 판결42)
에서 의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주의 주권면제를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았고, 1999년 Alden v.
Maine 판결43)에서는 연방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 법원에서도 주의 주권면제가 주장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적용을 강화하였다.44)
한편 1962년 제8순회항소법원 Wihtol v. Crow 판결45)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주권면제는 적용되었다. 주나 부족국이 지식재산권을 무단 행사하더라도 주에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의회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 주권면제가 적용
36) S
 eminole Tribe of Florida v. Florida 517 U.S. 44 (1996) 등; 심영규, “국제법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동아법학」, 제68호, 443-463면.;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이자, 관행상 인정되어 온 규칙이다.
37) U
 .S. Const. Art.Ⅲ §2, cl.1. (“The judic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to all cases of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 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38) 2 U.S. 419.; South Carolina주 시민이 Georgia주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판례에서는 개인이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듯, 개인의 집합인 주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법권이 주와 다른 주의 시민
간 분쟁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 제2항을 들어 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9) Kenneth R. Thomas et al.,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entennial Edition, 2013, p 28.
40) 2 6 U.S. 110 (1828). Louisiana주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Louisiana주의 시민은 주가 채권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41) 134 U.S. 1 (1890).
42) 517 U.S. 44 (1996).; Florida주의 인디언 부족이 인디언게임규제법에 따라 Florida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43) 527 U.S. 706 (1999).
44) 주와 부족국의 주권면제 연혁 등에 관해 이상욱, “주권면책, 불공정한 그리고 강력한 특허분쟁 방어방법”, IP insight, 2017,
6면.; 김치환, “미국에서의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2015. 4., 238-250면.
45) 309 F.2d 777 (8th Cir.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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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바 있으나,46) 1999년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 Expense Bd. v. College Savings Bank 판결에서 의회는 헌법 제1조 입법권을 행사하여
주 주권면제를 폐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IPR 절차에서의 주권면제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2017년 1월 Covidien LP v. Univ. of Fla. Res. Found., Inc.47) 사건에서 PTAB는 특허권
자인 플로리다 주립대학 연구재단은 주 주권면제로 IPR 개시를 저지할 수 있다고 심결한 바 있다.48)
이 심결 이후 2017년 5월 Neochord, Inc. v.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49) 사건에서도

USA

PTAB는 주의 주권면책을 이유로 IPR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기업들은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는 전략으로 본 판례와 같이 주나
부족국에 자신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동시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취하기도 한다.
특허권을 양도받은 주나 부족민 또한 그러한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기도 해 이를 사업화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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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PR 절차에서의 ‘부족국 주권면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본 판례에서, CAFC는
IPR은 사법 절차보다 행정 절차와 보다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족국은 주권면제를 들어 IPR에
서의 분쟁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특허권자인 기업이 부족국에 거액의 돈을
주면서까지 자사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다시 자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유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판례의 말미
에서 ‘50개 주’의 주권면제에 대한 판단은 보류함을 명시50)해둔 데다, Mohawk 부족과
Allergan이 향후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단을 구하거나, 또는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51)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권면제를 얻기 위한 특허권 양도’ 전략에 대한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6) P
 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Remedy Clarification Act, Pub. L. No. 102-560, §2(a)(2), 106 Stat. 4230 (1992) (codified
at 35 U.S.C. §296 (1994)); Trademark Remedy Clarification Act, Pub. L. No. 102-542, 106 Stat. 3567 (1992) (codified at 15
U.S.C. §§ 1114(1), 1122, 1125(a), 1127 (1994 & Supp. Ⅳ 1998)); 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Pub. L. No. 101-553, 104
Stat. 2749 (1990) (codified as amended at 17 U.S.C. §§ 501(a), 511 (1994)). Peter S. Menell, “Economic Implications of State
Sovereign Immunity from Infringement of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3 Loy.A.A.L.Rev. 1399, 1400 (1999). 실제
특허법 제296(a)조에 따르면 주 등은 연방법원에의 민사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Nos. IPR2016-01274, IPR2016-01275, IPR2016-01276, 2017 WL 4015009 (P.T.A.B. Jan. 25, 2017).
48) 특
 허권자인 플로리다 주립대학 연구재단은 Covidien LP에 대해 특허실시계약 위반을 이유로 플로리다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권면제를 들어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당해 연구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당해 연구재단은 주법상 정의, 기능, 주의 관리·감독 정도, 예산 출처 등을 고려할 때,
플로리다주의 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49) No. IPR2016-00208 (P.T.A.B. May. 23, 2017).
50) 특허권자가 부족국이든 주이든 IPR 절차의 성질이 사법 절차보다는 행정 절차에 더 가깝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 주권면제 또한 IPR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51) www.helloiplaw.com/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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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각하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315(b)조상 1년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 Click-To-Call Technologies, LP v. Ingenio, Inc., 899 F.3 d 1321 (Fed. Cir. 2018)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IP Insight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쟁점

특허법 제315(b)조상 1년 제척기간(one-year bar)의 기산점인 ‘소장을 송달받은 때’의 ‘소’에 ‘각하된 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침해소송이 ‘재소 가능한 소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로 조기 종결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각하된 소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IPR을 신청하여야 한다. ‘IPR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또는 신청인의 관계인(privy of the petitioner)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청되면 개시될 수 없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15(b)조의 문언은 어떠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신청인(petitioner)이 아닌 신청(petition)별로 판단된다.
즉 이 사안에서 각하된 소의 소장을 Ingenio사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Ingenio사는
IPR을 신청할 수 없고, 이러한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는 Ingenio사 뿐만 아니라, Ingenio사의 관계인이 아님에도
IPR을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 공동신청인들에까지 미친다.

시사점

본 판시는 특허심판원의 기존 해석과 달리, 특허법 제315(b)조의 적용범위를 소 각하에까지 확대시켜 넓게
해석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공동피고인들(co-defendants)이 IPR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스로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다른 공동신청인들(co-petitioners) 또는 그 전신(前身)들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의심이 드는 경우 개별적으로 IPR을 신청하여야, 타 주체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당사(當社)까지 IPR을 통해 특허를 무효화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판례는 IPR 신청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덧붙여 기업 인수합병시,
관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도 미리 확실하게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심급

1 심 (특허심판원)

신청인

Oracle Corporation,
Oracle OTC Subsidiary LLC,
YP Interactive LLC, Yellowpages.com LLC

항소인

Click-To-Call Technologies, LP

피신청인

Click-To-Call Technologies, LP

피항소인

Ingenio, Inc.
Yellowpages.com, LLC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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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법원

특허심판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IPR 2013-00312

2015-1242

판결일자

2014년 10월 28일

2018년 8월 16일

판결결과

일부 청구항(1, 2, 8, 12, 13, 15, 16, 19, 22, 23, 26, 29, 30) 무효

파기 환송

관련 지재권

Method and Apparatus for Anonymous Voice Communication
Using an Online Data Service
(U.S. Patent No. 5,818,836 (이하 「’836 특허」))

참조법령

35 U.S.C. §315(b)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특허법 제315(b)조상 제척기간이 ‘재소 가능한 소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USA

1. 특허법 제315(b)조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소장을 송달받은 때’의 ‘소’에 ‘각하된 소’도
포함된다. 특허침해소송이 재소 가능한 소 각하로 조기 종결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각하된
소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IPR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조의 문언상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신청인(petitioner)이 아닌 신청
(petition)별로 판단되기에, 공동신청인 중 1인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효과는 다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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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에게까지 미친다.
2. 신청인인 Ingenio사가 각하된 소의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IPR을 개시한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라 함)의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는 PTAB 심결을 파기하고 IPR을 각하하도록
PTAB에 환송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Click-to-Call Technologies, LP’s(이하 ‘CTC사’라 함)는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익명의 음성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836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012년 5월 29일 CTC사는
Ingenio, Inc(이하 ‘Ingenio사’라 함)을 상대로 ‘836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
하여 Ingenio사는 CTC사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내1)인 2013년 5월 28일 PTAB에
당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라 함)2)을 신청
(petition)하였다.
IPR 신청에 맞서 CTC사는 예비답변서(preliminary response)3)를 통해 Ingenio사가 ‘신청인
1) IPR은 (1)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PGR 절차 종료일 중 늦은 날, (2)신청인이 당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3)신청인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내,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2) IPR 절차를 통한 당해 특허 무효화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유용한 대응 전략 중 하나이다. IPR은 2012년 Leahy–
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특허 또는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만을 무효 사유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따라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한다. IPR 절차는 PTAB에서 수행되며(특허법 제316(c)조, 제326(c)조), 신청된
청구항 중 단 하나라도 무효로 판단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PTAB는 이를 허여하고, 보통 절차 시작 후 판정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PTAB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CAFC에 항소할 수 있다(동법 제141조 내지 제14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3) 예
 비답변서(AIA §§313, 317, 37CFR §42.107(a)(b))는 IPR이 신청되었음이 특허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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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IPR 신청 가능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6월 8일 ‘836 특허의 독점적 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4)인 Inforocket.Com, Inc.
(이하 ’Inforocket‘이라 함)이 Ingenio사의 이전 모습이었던 Keen, Inc.(이하 ‘Keen’이라 함)5)에
대하여 ‘836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6)한 바 있기에,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Ingenio사가 CTC
당사(當社)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2012년 5월 29일이 아니라, 이전에 Keen이 Inforocket
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던 2001년 12월 14일7)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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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는 Inforocket이 Keen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특허 침해 소송은, Keen이 Inforocket을
인수합병하면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1(a)(1)조상 ‘재소
(再訴) 가능한 소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8)로 조기 종결되었다9)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PTAB는 그러한 재소 가능한 소 각하는 애초에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재소 가능한 소 각하로 종료된 소의 소장 송달 시점인 2001년 12월 14일이 1년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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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10)하였다. 이를 이유로 PTAB는 IPR 개시를 허여
하였고, 2014년 10월 28일 특허 또는 간행물에 비추어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최종 심결하였다. 이에 CTC사는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11)
CAFC는 ‘IPR 개시 여부에 대한 특허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자가 IPR 신청이 특허법 제314조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IPR을 개시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항 보정은 할 수 없으나, 다만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대한 포기서(disclaimer)는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하고자 하는
청구항이 IPR 신청 대상인 경우 IPR은 개시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예비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IPR의 실체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위의 책, 147-148면).
4) 한
 국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는 구분되어, 이 글에서는 ‘독점적 실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독점적 실시권은 법률에
그 요건 및 효과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 실무상 확립된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남아있으면서 실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이다.
5) 2003년 Keen은 Ingenio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6) Compl., Inforocket.Com, Inc. v. Keen, Inc., CA No. 1:01-cv05130-LAP (S.D.N.Y.), ECF No. 1 (Inforocket Action).
7) Affidavit of Service, Inforocket Action, ECF No. 4.
8)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 각하(dismissal)’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 각하’와 대체로 유사하나, 경우에 따라 ‘청구기각’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하거나, 피고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의 소 각하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한다. 피고는 소 각하 신청을 답변서에 포함시킬 수 있고,
답변서 전에 따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이해영 외 2인, 위의 책, 147-148면; 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

319844).
 소 각하는 재소(再訴) 허용 여부에 따라, ‘재소 불가능한 소 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와 ‘재소 가능한 소 각하
(dismissal without prejudice)’로 구분된다. 전자는 원고가 동일한 소송(claim)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반면, 후자는
본안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 각하를 ‘자발적인(voluntary) 소 각하’와 ‘비자발적인(involutary) 소 각하’로 나눌 때,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 소 각하’는 ‘without prejudice’로, ‘비자발적인 소 각하’는 ‘with prejudice’로 각하된다(김기태‧신호철, 「미국
민사소송법 강의」, KTK, 2015. 9., 267-271면). 
9)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CTC사는 ‘836 특허를 매입하였다.
10) 즉 CTC사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28 U.S.C. §1295(a)(4)(A)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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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14(d)조를 들어 항소 자체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시에 대해 CTC사는
2016년 6월 27일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writ of certiorari)을 하였고, 대법원은 PTAB의
IPR 개시 결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어느 경우에도 항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2016년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판결12)의 관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CAFC에 파기
환송하였다.13) 하지만 CAFC는 2015년 제척기간 관련 IPR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
하다고 판시한 Achates Reference Publishing Inc. v. Apple, Inc. 판결을 인용하며 2016년

USA

11월 17일 또다시 CTC사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CTC사는 2015년 CAFC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CAFC는 IPR 신청 제척기간에 대한 PTAB의 결정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할 수 있다는 2018년 1월 Wi-Fi One, LLC v. Broadcom Corp. 판결의 영향을
받아, 결국 CTC사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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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CAFC 전원합의체는 CTC사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는 PTAB
심결을 파기하고 IPR을 각하하도록 PTAB에 환송하였다. CAFC 전원합의체에서의 쟁점은
특허법 제315(b)조상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신청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때’의 ‘소’에 ‘각하된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다수의견은 ‘IPR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또는 신청인의 관계인
(privy of the petitioner)이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 당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신청되면 개시될
수 없다’는 특허법 제315(b)조의 문언상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즉 동조는 신청인이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소가 어떻게 진행되었든 그러한 개별적인 상황은 1년 제척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unambiguously)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CAFC는 동조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였고, 이는 PTAB가 기존에 해왔던 해석과는 대비된다.
또한 다수의견14)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신청인(petition by petition basis)별이 아니라
신청(petition by petition)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IPR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는 효과가 Ingenio사 뿐만 아니라, Ingenio사의 관계인은 아님에도 IPR을 공동
12) 136 S. Ct. 2131 (2016). 특허심판원의 IPR 개시 결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어느 경우에도 항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314(d)조의 범위를 넘는 특허청의 결정, 헌법상 문제, 또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는 특허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하다(www.helloiplaw.com/514).
13) Click-to-Call Techs., LP v. Oracle Corp., No. 15-1014 (June 27, 2016).
14) PROST, NEWMAN, MOORE, O’MALLEY, REYNA, WALLACH, CHEN, HUGHES, STOLL 판사의 의견이다. TARANTO
판사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이유를 달리하는 보충(concurring)의견을 내놓았다. TARANTO 판사는 PTAB나
CAFC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처럼 특허법 제315(d)조의 명문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absurd)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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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청하게 된 공동신청인들(co-petitioners)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반대의견15)은 특허법 제315(b)조에 대한 PTAB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16) 동조의
목적은 피고가 IPR 신청 제척기간 동안 문제된 특허 청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IPR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임17)을 고려할 때, 자발적 소 각하가 된 경우, 특허침해소송의 피고 입장
에서는 분쟁이 종료되고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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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동조에서 소 각하에 대해 따로 규정해두지 않은 것은, 소가
각하된 때에는 소가 아예 제기되지 않은 것(null)으로 본다는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국회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에 따르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하여 IPR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하된 뒤 1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고가 1년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IPR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 그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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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특허법 제315(b)조18)는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의 관계인이 특허 침해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IPR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례는 동조의
1년 제척기간(one-year time bar) 적용범위에 대해 PTAB와 다르게 넓게 해석하고 있어, 특허
권자에 보다 유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소송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재소
가능한 소 각하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이다.
본 사안에서 만약 Ingenio사가 IPR 신청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IPR 절차 개시가 인정되었다면
PTAB 심결대로 당해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사안이었고, 피고 회사가 문제된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인 원고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소 각하로 당해 분쟁을 종결할 당시에는, 향후 문제된
특허의 침해소송에 또다시 피고가 되었을 경우 IPR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기에, 특허침해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러운 판결일 수 있다.
게다가 이 판례에서 CAFC는 이러한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IPR 개시 금지 효과는 Ingenio
15) DYK 및 LOURIE 판사의 의견이다.
16) Bonneville Associates, Ltd. Partner ship v. Barram, 165 F.3d 1360 (Fed. Cir. 1999) 판결과 Graves v. Principi, 294 F.3d
1350 (Fed. Cir. 2002) 판결을 인용한 PTAB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7) 157 Cong. Rec. S5429.
18) 35 U.S.C. 315 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b)PATENT OWNER’S ACTION.—An inter partes review may not be instituted if the petition requesting the proceeding
is filed more tha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is
served with a complaint alleging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e time limitati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to a request for joinder under subsection ©.(밑줄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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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관계인이 아님에도 Ingenio사와 함께 IPR을 신청한 공동신청인들(co-petitioners)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이 Ingenio사와 공동으로가 아닌 개별적으로 IPR을 신청하였
더라면 그 절차가 충분히 개시될 수 있었음에도, 공동신청인들 중 하나인 Ingenio사의 IPR
신청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IPR을 통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에 특허침해소송의 공동피고인들(co-defendants)이 타 피고인들 중 제척기간이 도과된 자 (者)가

USA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경우, IPR 신청 시 하나의 공동 신청(a single joint petition) 보다는
공동피고인들이 각각 개별적인 IPR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19)
그럼에도 공동으로 IPR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본 판례처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신청인들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동신청인들은 스스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과 동시에 다른 공동신청인이 과거에 각하된 소가 있었던
경우 등 자칫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와 함께 IPR을 신청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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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본 판례는 IPR 신청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전에 Arendi
S.A.R.L이 삼성(Samsung), Apple Inc, Google Inc, Motorola Mobility LLC 등을 상대로 특허침
해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삼성은 1년 내 IPR을 신청하였던 Apple과 달리 1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뒤늦게 Apple의 IPR 절차에 병합(joinder)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IPR
신청이 무산된 바 있듯,20) IPR 신청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피고 회사인 Keen이 원고 회사인 Inforocket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문제된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에 불과하기에 설사 원고 회사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당해 특허권
자인 타 회사가 향후 동일한 특허를 가지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836
특허의 특허권자 및 특허양수인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836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도 미리 확실히 확보해두었다면, 대법원, CAFC전원합의체에 이르는 긴 소송을
치르는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21)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19) Latham & Watkins, “En Banc Federal Circuit Overturns PTAB’s IPR Time-Bar Ruling”, 2018. 8. 23.
20) 이기석, “Inter Partes Review(IPR) 제소 마감기한”, 2014. 10. 3.
21) www.helloiplaw.com/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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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절차를 통한 경쟁업체 특허 무효화 시도 시 유의 사항
- JTEKT Corporation v. GKN Automotive LTD, 898 F.3d 1217 (Fed. Cir. 2018)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IP Insight

IPR에 따른 PTAB 심결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한 IPR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IPR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IPR 심결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
에게 연방헌법 제3조상 당사자적격(standing)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인은 실질적인 피해(injury-in-fact)가 존재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특허 침해 가능 제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잠재적인(potential) 침해 위험’을 입증하는 경우, 항소인은
장래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 또는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야기하게끔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향후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1)피항소인이 침해를 주장한 바도 없고, (2)침해 가능 제품이 개발 중일 뿐이며, (3)오히려
항소인 측에서 당장의 침해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아직 관련 제품이 미완성 상태여서 침해로 분석
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반복해서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보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시사점

경쟁업체의 특허로 인해 겪는 관련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IPR을 통해 타사 특허를 무효화
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전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IPR 심결에 대해 CAFC에의 항소 제기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금반언 법리로 인해 IPR에서 제기했던 또는 제기할 수 있었던 주장을
가지고 다른 행정‧사법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심판 당사자가 추가 요건 충족 없이도 그 심결에 대해 특허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상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한국과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
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항소인의 당사자적격 인정 요건인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를 입증할 정도로, 항소인이 타 경쟁업체의
특허침해소송을 야기하는 행위(ex. 관련 제품 완성, 관련 특허 실시계약 체결)를 하거나 이를 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IPR을 통해 경쟁자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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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급
당사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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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특허심판원)
신청인
피신청인

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JTEKT Corporation

항소인

GKN Automotive LTD

피항소인

특허심판원

JTEKT Corporation
GKN Automotive LTD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IPR2016-00046

2017-1828

판결일자

2017년 1월 23일

2018년 8월 3일

판결결과

유효(청구항 2, 3)
무효(청구항 6, 7)

각하(dismissed)

관련 지재권

Drive Train for a Vehicle with Connectable Secondary Axle
(U.S. Patent No. 8,215,440 (이하 「’440 특허」)

참조법령

U.S. Const. art. 3, §2, cl. 1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IPR 신청인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USA

1. IPR 심결에 대해 연방특허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항소인
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항소인에게 있다. 특허 침해 가능
제품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음에도 ‘잠재적인 특허 침해 가능성’을 들어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은 장래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 또는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제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향후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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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침해 가능 제품이 개발 중임을 명시한 선언서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못하
였기에, 항소인인 JTEKT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JTEKT의 항소를 각하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자동차 부품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꼽히는 GKN Automotive LTD(이하 ‘GKN’라 함)는 2축‧4축
구동계(drivetrain)1)에 관한 ’440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GKN이 차축 분야 관련 특허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동일 거래분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느낀 경쟁업체들 중 하나인 JTEKT
Corporation(이하 ‘JTEKT’라 함)은 ’440 특허의 청구항 1~7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라 함)에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라 함)2)을 신청(petition)하였고, PTAB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그 절차를 개시하였다.
GKN은 신청된 청구항 1~7 중 그 권리범위가 다소 넓다고 판단되는 1, 4, 5는 스스로 포기
(disclaimed)하였고, PTAB는 나머지 청구항 2, 33) 및 6, 7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한지
1) 엔
 진에서 발생된 힘이 크랭크 샤프트에서 회전력으로 바뀐 것을 각각의 바퀴에 전달하는 기계적 구성요소를 통틀어 구동계라고
한다. 구동계는 변속기, 차축(프로펠러 샤프트 또는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디퍼렌셜(differentia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
 ww.carpang.com/usedcar/bbs/board.php?bo_table=cl_4_1&wr_id=5124 4’ 40 특허는 2번째 구동계가 분리될 때 회전하는
요소들의 수를 줄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IPR은 2012년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1)특허등
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PGR 절차 종료일 중 늦은 날, (2)신청인이 당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3)신청인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내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IPR은 특허
또는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만을 무효 사유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따라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한다. IPR 절차는 PTAB에서 수행되며(특허법 제316(c)조, 제326(c)조),
신청된 청구항 중 단 하나라도 무효로 판단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PTAB는 이를 허여하고, 보통 절차 시작 후
심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PTAB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CAFC에 항소할 수 있다(동법 제141조 내지 제14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3) C
 laims 2 and 3-the claims currently on appeal-specify that two side-shaft couplings connect the secondary a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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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2017년 1월 23일 PTAB는 문제된 ’440 특허의 청구항 6, 7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무효, 그리고 청구항 2, 3은 진보성을 인정하여 유효4)라고 심결하였다.
GKN은 청구항 6, 7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유효하다고 결정된 청구항 2, 3만으로도 관련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느낀 JTEKT는 청구항 2, 3에 대해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5)

IP Insight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CAFC는 항소인 JTEKT에게는 당사자적격(standing)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JTEKT의 항소를 각하(dismissed)하였다.
특허법 제144(c)조상 IPR에 따른 PTAB 심결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연방헌법 제3조(U.S. Const. art. 3, §2, cl.1)에 따라 항소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함을
기초로, CAFC는 2017년 Phigenix, Inc. v. Immunogen, Inc 선례6)를 들어, 당사자적격 인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피해(injury-in-fact)가 구체적(concrete)이고 명확하게(particularized)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7)고 언급하였다. 즉 추측에 의한(conjectural) 가상적(hypothetical)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8)는 것이다. 이렇듯 CAFC는 특허
권자가 잠재적 침해 소송을 제기할 행동에 관여해왔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9) 또는 당해 특허
유효성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음10)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항소인에게
있다11)고 보았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인인 JTEKT는 ’440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아직 미완성 상태12)라 구체적으로 당해 특허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침해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개발 중이기에 잠재적인 침해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JTEKT 소속 엔지니어들의 진술이
담긴 2개의 선언서(declaration)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CAFC는 JTEKT가 제출한 선언
서만으로는, ‘JTEKT가 향후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로 인해 GKN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어
rather than one side-shaft coupling. These side-shaft couplings provide both transverse and longitudinal power
distribution between the left and right wheels and the front and rear wheels.
4) 당
 해 기술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함)는 제시된 수정 사항을 통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J.A. 0032.
5) 28 U.S.C. §1295(a)(4)(A)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6) 845 F.3d 1168, 1172 n.2 (Fed. Cir. 2017).
7) Spokeo, Inc. v. Robins., 136 S. Ct. 1540, 1545 (2016).
8) Lujan v. Defs. of Wildlife, 504 U.S. 555, 560 (1992).
9) Consumer Watchdog v. Wis. Alumni Research Found., 753 F.3d at 1262.
10)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549 U.S. 137 (2007).
11) P
 higenix, 845 F.3d. at 1172 n.2.; DaimlerChrysler Corp. v. Cuno, 547 U.S. 332, 342 (2006). PTAB 심결 전에 제출하였던
기록이 당사자적격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을 경우, CAFC에 당사자적격을 증명할 진술서 등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J.A. 1642, at ¶ 13.

54

GKN이 JTEKT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CAFC는 본 사안처럼 특허 침해 가능 제품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등 피항소인의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항소인이 현재 연관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인 침해 위험(potential risk of
infringement)’을 주장하는 경우, 항소인은 장래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a substantial risk of

USA

future infringement) 또는 특허권자인 피항소인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게끔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향후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
뿐만 아니라, IPR에서 무효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IPR에서 제기했던 또는 제기할 수 있었던
주장을 가지고 다른 행정‧사법 절차에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금반언
(estoppel) 효과 또한, 특허침해소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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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덧붙였다.

Ⅴ. 시사점
미국 특허법 제311(a)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IPR을 신청할 수 있다.14)
이에 경쟁사 특허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IPR을 통해 타 기업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15) 그러나 본 판례에서 시사하듯, 그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IPR 신청과 달리, IPR 심결에 대한 CAFC에의 불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IPR 절차를 통한 특허 무효화에 실패할 경우 자칫 PTAB 심결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거나, 금반언으로 인해 Ex parte 재심사(reexamination)16),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ement)17)과 같은 다른 행정 절차나 지방법원에
서의 사법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에 있어서까지 제한18)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9)
13) Phigenix, 845 F.3d at 1171–73.
14) 2016년 대법원 Cuozzo Speed Techs., LLC v. Lee 136 S. Ct. 2131, 2143–44 (2016) 판결은, IPR 신청에 있어서는
연방헌법 제3조상 당사자적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5) Peter Park, “경쟁업체라고 해서 IPR APPEAL이 가능한 것은 아님”, 2018. 9. 18.; www.helloiplaw.com/717
16) 특허 등록 후 특허권자가 스스로 선행기술을 제출하면서 특허 유효성을 검증하고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특허권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특허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나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Ex parte 재심사(reexamination)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 범위는 보정으로 확장될 수 없다(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ⅷ면; 이해영, 「미국특허법」,
제4판, 2012. 4., 1004-1015면).
17) 미
 국에는 ‘특허무효소송’이라는 독립된 소송 제도는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반소의 형태로 지방법원에 당해 특허 무효
또는 특허 침해 사실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특허 무효 및 비침해 확인 판결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종전 소송에서 있었던 무효 확인 판결을 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해영, 위의 책, 940-941면).
18) IPR 진행 중 제시되거나 제시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추후 특허청, 법원 및 ITC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
19) 안재석, “IPR 최종 결정에 대한 CAFC에서의 항고심에서 IPR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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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미국의 IPR과 유사한 한국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이해관계인20) 또는
심사관만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특허법 제133조 제1항21)) 반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22))하고 있다. 즉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심판 당사자 모두에게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점도, 미국에서 IPR을 통해 경쟁업체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전략과

IP Insight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항소인23)은 사법부를
통해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2년
연방대법원 Lujan v. Defs. of Wildlife24)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판단 기준으로
(1)항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할 것, (2)그 피해가 피항소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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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 피해가 사법적 구제 방법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것(redressability)일 것이라는 3가지가
요구된다.
본 판례에서 CAFC는 설사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통상적으로 서로 경쟁업체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증가 자체를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문제된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개발 중인 상태임이 항소인이 제출한 선언서에서 명시되어 있고, 오히려 항소인
측에서 당장의 침해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아직 관련 제품이 최종 완성되지 않았기에
20)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말하며, 심결시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병웅, 「특허법」, 제15판, 2016. 3., 1066면)
21)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22)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23) PTAB 심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항소인과 달리, 피항소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요구되지 않는다(Personal Audio, LLC v.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No. 2016-1123, 2017 WL 3366604 (Fed. Cir. Aug. 7, 2017)).
24) 504 U.S. 555, 56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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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분석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반복해서 언급하였다는 점,25) 더불어 피항소인이 침해를
주장한 바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항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결국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를 부정한 선례를 살펴보면, CAFC는 (1)PTAB 심결에 불복
하는 경우 CAFC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41(c)조에 따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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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권리를 침해함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26) (2)항소
인이 문제된 특허와 관련된 자신의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계약을, 문제된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포함한 그 어느 업체와도 실제 체결한 바가 없는 경우, 실질적 피해로
볼 수 없다27)고 판시하였다. 또한 (3) 2014년 CAFC Consumer Watchdog v. Wis. Alumni
Research Found. 판결28) 뿐만 아니라 본 판례에서도 언급되었듯, 항소인이 차후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금반언 효과 자체도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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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해 IPR을 통해 경쟁업체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제품이 타사의 특허침해소송을 야기할 만큼 관련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당사자적격
인정 요건인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9)

25) J.A. 1644, at ¶ 23; see also J.A. 1637, at ¶ 16.
26) CAFC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Phigenix, 845 F.3d at 1171–73.; 이상욱, “IPR 최종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IPR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P Insight」, 2017. 7., 3-5면.
27) 가정적 피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Id.
28) 753 F.3d 1258, 1262 (Fed. Cir. 2014).
29) Peter Park, 앞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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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 특허침해가 인정된 경우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함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이 주 환 법학박사(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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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미국 특허법 제271조(f)상의 특허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연방대법원은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미국 영토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국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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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principle of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에 위배되지 않고, ⅱ)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특허침해행위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인 미국의 영토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의 특허침해해위에 대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의 인정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 아닌 “역내적용 혹은 국내적용(domestic
applic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ⅲ)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외국에서 획득
할 수 있었던 계약으로 인한 이익, 즉 외국에서의 일실이익(foreign lost profit)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결
하였다
대상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특허법 제284
조의 역외적용이 아닌 “국내적용(domestic application)”에 해당한다는 논리적 구조를 설시함으로써,
즉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법상 대원칙인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법적 논리를 채택함으로써,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회피하는 유연함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대상판결은 일실이익의 인정범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일실이익의 인정범위를
확장하였고, 전체적으로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에 외국
에서의 일실이익이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심급

1 심 (지방법원)

2 심 (연방순회항소법원)

3 심 (연방대법원)

당사자

WesternGeco LLC (원고)
ION Geophysical Corp (피고)

ION Geophysical Corp (항소인)
WesternGeco LLC (피항소인)

WesternGeco LLC (상고인)
ION Geophysical Corp(피상고인)

법원

Texas 주 남부지구 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953 F.Supp.2d

791 F.3d 1340

Case No. 16-1011

판결일자

2013년 6월 19일

2015년 6월 2일

2018년 1월 12일

판결결과

일실이익 인정 o

일실이익 인정 x

일실이익 인정 o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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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미국 특허법 제271조(f)(2), 미국 특허법 제284조

Ⅰ. 대상판결의 쟁점 –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1)의 특허침해
행위가 인정된 경우, 침해자가 이러한 특허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대신하여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었던 계약(contract)에 대한 이익, 즉 외국에서의 일실이익(lost
foreign profits)을 획득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2) 즉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 특허침해
행위가 인정된 경우, 미국 특허법 제284조3)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중에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4)

USA

Ⅱ. 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 –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영토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국 연방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principle of the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5)은 위배되지 않고,6)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특허침해행위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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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U.S.C. § 271(f)(2).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ny component
of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the invention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where such component is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knowing that such component is so made or adapted and intending that such component will be combin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따라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는 ⅰ)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특정 구성부품(any component)”이, ⅱ) 전체
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ⅲ) 주요한 제품 혹은 상품(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당해 특허발명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졌거나 혹은 조정된(especially made or adapted) 경우, 즉 타
용도가 없는 전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ⅳ) 이 구성부품이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knowing), ⅴ) 미국 내에서의 결합은 특허
침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의 결합을 의도하면서(intending), ⅵ)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혹은 공급을 야기하는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행위를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Case No. 16-1011, at 1 (June 22, 2018).
3) 35 U.S.C. § 284. 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4) 일실이익(lost profit)이란 특허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으로서, 특허침해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획득할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한다. 일실이익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특허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이익,
즉 일실판매(lost sales)에 의한 일실이익과 특허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상실한 이익, 즉
가격침식(price erosion)에 의한 일실이익이 있다. 전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일실판매에 일실이익 산정방법이라고 하고, 후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후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가격침식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이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Entire Market Value Rule)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할당원칙
(Apportionment Rule)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Market Share Rule)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예견가능성
원칙(Foreseeability Rule)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가치의 원칙(Market Value Rule)애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이 있다.
이들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와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39-245면 참조하기 바란다.
5) William Greubel, “A Comedy of Errors: Defining ‘Component’ in a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 Accounting
for Innovation by Penalizing the Innovators”, 24 J. Marshall J. Computer & Info. L. 507, 511 (2006), 미국법원은 미국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입법의도를 해석할 때에, 미국의 영토범위를 넘어서 미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인 “역외적용의 원칙(principle
of extraterritoriality)”을 배제시키는데, 이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이라고 칭한다.
6)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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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토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의 특허침해해위에
대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의 인정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 아닌 “역내적용 혹은 국내적용(domestic applic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7)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외국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계약으로 인한
이익, 즉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8)

IP Insight

Ⅲ. 사건의 경과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WesternGeco 사는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와 가스를 탐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네 개의 미국특허인 038 특허,
607 특허, 967 특허, 520 특허의 특허권자이다.9) 이 시스템은 기존의 해저탐사장치보다 고품
질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측면조종장치기술(lateral-steering technology)”을 사용하고 있다.10)
WesternGeco 사는 자신의 특허권에 대하여 경쟁사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원유 회사들을 위하여 자신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해저에 원유의 매장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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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11) 특히 지난 수년 동안 WesternGeco 사는 당해특허발명이 구체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해저에 원유의 매장여부를 탐사하는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업이었다.12)
그러나 2007년 후반에 이르러, ION 사는 WesternGeco 사의 특허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경쟁제품의 “구성부품들(components)”을 생산한 후에 이를 외국의
고객에게 선적하였고, 이 구성부품들을 받은 외국의 고객들은 완성품을 조립하고는,
WesternGeco 사와 마찬가지로 원유회사들을 위하여 외국의 해저에서 원유의 매장여부를 탐사
하는 일을 하였다.13) 2009년 6월 12일, WesternGeco 사는 ION 사의 행위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14)과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Texas 주 남부지구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15) 소송본안에서 WesternGeco
7)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8.
8)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1, 9-10.
9)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2-3. 038 특허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6,691,038”, 607
특허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7,080,607”, 967 특허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7,162,967”,
520 특허의 미국 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7,293,520”이다.
10)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11)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12)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13)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14) 35 U.S.C. § 271(f)(1). Whoever without authority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in or from the United Stat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mponents of a patented invention, where such components are uncombined in whole
or in part, in such manner as to actively induce the combination of such compone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would infringe the patent if such combination occurred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따라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은 ⅰ) 당해 특허발명이 다수의 구성부품들(components)로 이루어지고, ⅱ)
그 구성부품들의 모든 혹은 상당한 부분(all or substantial portion)에 대하여, ⅲ) 그 구성부품들의 결합이 미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ⅳ) 그 구성부품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ⅴ) 미국 영역 밖에서 그 구성부품들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actively induce), ⅵ)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혹은 공급을 야기하는(supply or cause to be supplied) 행위를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5)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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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ION 사의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체결할 수 있었던 10건의 “외국에서의 원유탐사
계약(survey contract)”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16)
배심원은 ION 사의 행위가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결과 WesternGeco 사가 ION 사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외국에서 10건의 원유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ION 사의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

USA

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으로 9천3백4십만 달러를 산정
하는 평결을 선고하였다.17) 이후 ION 사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의 영토범위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기각하기 위한 본안후의 신청(post-trial motion)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 Texas
주 남부지구 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18) ION 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6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19) 그 이유에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반적인 특허침해조항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a)는
특허권자에게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자신의 선례인 Power
Integrations, Inc. v. Fairchild Semiconductor Int’l, Inc. 판결20)을 인용하면서,21) 미국 특허법
제271조(f)에도 자신의 선례가 채택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2) 이러한 연방순
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하여 Wallach 판사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23)
2016년 2월 26일 WesternGeco 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였고,24) 2016년 6월 20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사건에서의 법률상
쟁점 중의 하나였던 피고의 고의침해행위(willful infringement)에 근거한 증액손해배상
(enhanced damages)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2016년 6월 13일에 선고되었던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판결25)이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에 대한 법리를 변경
16)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17)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3. 이와 더불어 배심원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1천2백5십만 달러를 산정하는
평결을 선고하였다.
18)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953 F.Supp.2d 731, 755-56 (S.D.Tex. 2013). 그 이유에 대하여
Texas 주 남부지구 지방법원은 외국에서의 피고의 특허제품의 판매에 근거한 일실이익은, 만약 특허권자가 피고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피고의 외국에서의 제품판매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개연성(reasonable
probability)”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9)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791 F.3d 1340, 1343 (Fed Cir. 2015).
20) Power Integrations, Inc. v. Fairchild Semiconductor Int’l, Inc., 711 F.3d 1348 (Fed. Cir. 2013).
21) WesternGeco LLC, 791 F.3d at 1350-51.
22) WesternGeco LLC, 791 F.3d at 1351.
23) WesternGeco LLC, 791 F.3d at 1354-64.
24)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Case No. 15-1085,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Feb. 26, 2016).
25)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136 S.Ct. 1923 (2016). 연방대법원 Halo 판결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4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이주환, 미국 연방대법원 Halo/Stryker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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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이유로, Halo 판결의 관점에서 당해 판결이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26) 2016년 9월 21일 환송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라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시사항을 동일하게 다시 선고하였고,27)
이 판결에서도 Wallach 판사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
하였다.28) 2017년 2월 17일 WesternGeco 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

IP Insight

허가를 신청하였고,29) 2018년 1월 12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30)

Ⅳ. 연방대법원의 판결 –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9인의 의견은 7대2로
나뉘었다.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Thomas 대법관이 작성하였고,31)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은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하였다.32) Thomas 대법관은 ⅰ) 미국 특허법 제217조(f)의 의미와
미국 특허법 제284조와의 관계를 언급한 후에,33) ⅱ) 미국법상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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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의미를 언급하고, 이어서 미국법상 역외적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인
“two-step framework”을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의 특허침해행위인 외국으로 구성부품을
수출하는 행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국내적용에
의한 것으로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34) ⅲ) 또한 외국에서의 일실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특허법 규정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35)

1.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의미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관계
우선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271조는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행위로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미국 특허법 제271조(a)36)는 가장 일반적인 특허침해행
위를 규정하면서, 미국의 영토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액손해배상의 인정기준 완화 (上)”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26)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136 S,Ct. 2486 (2016).
27)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837 F.3d 1358, 1361, 1364 (Fed Cir. 2016).
28) WesternGeco LLC, 837 F.3d at 1364-69.
29)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Case No. 16-1011,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Feb. 17, 2017).
30) 연
 방대법원의 상고허가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7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2018년 1월 12일, 미국
연방대법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부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31) Thomas 대법관이 작성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는 Roberts 대법원장, Kennedy 대법관, Alito 대법관, Ginsburg 대법관,
Sotomayor 대법관, Kagan 대법관이 참가하였다.
32)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한 반대의견에는 Breyer 대법관이 참가하였다.
33)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1-2.
34)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8.
35)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10.
36) 35 U.S.C. § 271(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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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37) 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
부품(components)”에 대한 미국에서의 수출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의 인정범위를 확장하고 있고,38) ⅲ)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1)”과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두 가지 특허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39) ⅳ) 전자의 규정은 당해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부품들의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ortion)”을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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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당해 특허발명의 “전용품에 해당하는 구성부품(components that are especially
adapted)”을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40) ⅴ)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
(f)상의 특허침해행위를 증명한 특허권자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41)

2.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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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의 의미와 “two-step framework”
연방대법원은 ① 미국법원은 미국 연방법 규정은 미국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42) ② 이는 미국법의 역사에서 오랜 전통이 있는 법리로서, 일반적으로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이라고
칭해지며,43) ③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은 미국 의회는 미국의 영토범위 내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특정 법조항을 제정하였다는 일반적인 법적 사고(commonsense notion)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44) ④ 이 원칙은 미국법과 타국법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법적 충돌(clash)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불화(international discord)”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45)

37)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1.
38)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1.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신의 선례인
Microsoft Corp. v. AT&T Corp., 550 U.S. 437, 444-45 (2007) 판결을 인용하였다.
39)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1-2.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신의 또 다른
선례인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580 U.S. ___, ___ (2017)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40)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2.
41)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2.
42)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 연방대법원은 Foley Bros., Inc. v. Filardo, 336 U.S. 281, 285 (1949) 판결을
인용하였다.
43)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 연방대법원은 Scalia 대법관과 Garner 교수의 저서인 “A. Scalia & B.
Garner, Reading Law: The Interpretation of Legal Texts §43, p.268 (2012)”를 인용하였다.
44)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 연방대법원은 Smith v. United States, 507 U.S. 197, 204, n.5 (1993) 판결을
인용하였다.
45)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4. 연방대법원은 EEOC v. Arabian American Oil Co., 499 U.S. 244, 248
(1991)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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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법의 법리 중에는 특정 법조항에 대한 역외적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two-step framework”가 있는데,46) ⅱ) 우선 “two-step
framework”의 첫 번째 단계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이 복멸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47) 만일 특정 법조항에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인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명확한 표식(clear indication)”이 있다면,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은 복멸되고,48) ⅲ)
이와 달리 만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이 복멸되지 않는다면, “two-step framework”의

IP Insight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 “two-step framework”의 두 번째 단계는 특정 사건이 그 특정
법조항의 “역내적용 혹은 국내적용(domestic application)”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미국법원은 우선 “그 특정 법조항의 핵심(the statute’s focus)”을 파악한 후에, 그
법조항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가 미국의 영역범위 이내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그 법조항의 국내적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49) 즉 연방대법원은 특정 법조항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가 미국의 영역범위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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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면, 이 행위는 국내적용의 대상으로서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① “two-step framework”의 분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미국법원은 특정 사건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discretion)을 보유하고 있는데,50)
② 여기서 미국법원이 두 번째 단계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당해 사건의 결과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장래의 사건에 광범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difficult questions)”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서,51) ③ 이 사건에서 WesternGeco 사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이 법적 문제는 미국 특허법 조항 이외
에도 다른 법의 조항들도 함께 관련되어 있어서, 결국 이 사건은 미국법원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two-step framework”의

46)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47)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48)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55
(2010) 판결을 인용하였다.
49)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50)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10, n.5) 판결을 인용하였다.
51)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연방대법원은 Pearson v. Callahan, 555 U.S. 223, 236-37 (2009)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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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를 곧바로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52)

(2) “two-step framework”의 두 번째 단계에 의하면, 피고의 특허침해행위는 미국내에서
의 행위로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우선 연방대법원은 “two-step framework”의 두 번째 단계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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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53) 연방대법원은 ⅰ) “two-step framework”의 두 번째 단계에서 미국법원은 특정
조항의 핵심을 파악하여야 하고,54) ⅱ) 여기서 특정 법조항의 핵심이란 그 법조항이 규제하려고
(regulate) 하거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보호하려고(protect) 하거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vindicate)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요청의 대상(object of solicitude)”을 의미하며,55) ⅲ) 만약
특정 법조항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가 미국의 영토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행위가 미국의
영토범위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은 그 법조항의 “국내적용(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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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56) ⅳ) 이와 달리 특정 법조항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가 미국의 영토범위 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건은 미국의 영토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다른 행위와 관계없이 그 법조항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57)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two-step framework”의 두 번째 단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인 “미국 특허법 제284조”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는 미국에서 구성부품을 수출하는 행위인 “특허침해행위”로서, 이는 “미국의 영토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결국 이 행위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국내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8) 연방대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대하여, ① 이 조항은
미국 특허법상 다양한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 구제방법(general
damages remedy)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조항은 “법원은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52)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
53)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6.
54)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5-6.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55)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 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67
(2010) 판결을 인용하였다.
56)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57)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 579 U.S. ___,
___ (2016) (slip op., at 9) 판결을 인용하였다.
58)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8. 다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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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손해배상(adequate damages)을 원고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는 “특허침해행위”이고,59) ② 또한 자신의 선례인
1983년 General Motors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입법목적은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완벽한 손해배상(complete compensation)을 특허권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60)
③ 또 다른 선례인 1964년 Aro Mfg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의 법적 문제는 “특허침해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가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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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에 의한다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는 “특허침해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61)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ⅰ)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허침해행위 중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를 검토하여야 하는데,62) ⅱ)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는 당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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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이루는 특정 구성부품의 미국 영토범위 내에서의 결합은 특허침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국 영토범위 밖에서의 결합을 의도하면서, 그 특정 구성부품을 미국에서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63) ⅲ)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율하고 있는
행위는 미국에서의 수출행위인 “국내에서의 행위(domestic act)”의 행위로서, 이 행위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이고,64) ⅳ) 특히 자신의 선례인 2007년 Microsoft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적 공백(gap)을 채우기 위한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미국의 “국내적인 이익(domestic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고,65) ⅴ) 또한 자신의 또 다른 선례인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효력은 미국에서 생산되었지만 외국에서 조립하기 위한 구성부품에 미친다고
언급하였으며,66) ⅵ)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연방순회항소법원도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에서 구성부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domestic entities)”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67) ⅴ)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는 “미국에서
59)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
60)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6-8. 연방대법원은 General Motors Corp. v. Devex Corp., 461 U.S. 648, 655
(1983) 판결을 인용하였다.
61)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연방대법원은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507 (1964) 판결을 인용하였다.
62)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63)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64)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65)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Corp. v. AT&T Corp., 550 U.S. 437, 444-45 (2007)
판결을 인용하였다.
66)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연방대법원은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580 U.S. ___,
___ (2017) (slip op., at 11) 판결을 인용하였다.
67)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791 F.3d 1340, 1351 (Fed Cir. 2015)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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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품을 수출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국내적인 특허침해행위(domestic infringement)”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요청의 대상(object of solicitude)”에 해당하기 때문에,68) ⅵ) 즉 이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는 미국의 영역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WesternGeco 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구성부품을 미국에서 수출하는 ION 사의 “국내
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WesternGeco 사에게 인정된 일실이익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국내적용(domestic application)”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역외적용배제추정의

USA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69)

3. 연방대법원의 ION 사의 주장의 배척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ION 사의 다양한 주장을 배척하였다.70) 첫째, ION 사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되는 행위는 “특허침해행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인정행위(awa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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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 자체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means)”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ION 사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ION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71) 둘째, ION
사가 원고의 일실이익은 미국의 영토범위 밖에서 발생하였고, 즉 자신의 특허침해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자신의 고객들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원고의 일실이익을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ION 사의 고객들의 행위는 단순히 ION 사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 행위는 역외적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
라는 이유로, ION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72) 셋째, ION 사가 2016년 RJR Nabis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외국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미국 연방 범죄와
형사소송법의 제1964조(c)73)에 대한 역외적용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것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ION 사는 외국에서
68)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8.
69)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
70)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9.
71)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 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67
(2010)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핵심과 관련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특정 법조항의 핵심은 그 법조항의 요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법조항이 규율하거나 보호하려는 “행위(conduct)”, “당사자(parties)”, “이익(interests)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72)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 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561 U.S. 247, 267
(2010) 판결을 인용하였다.
73) 18 U.S.C. § 1964(c). Any person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 violation of section 1962 of this
chapter may sue therefor in any appropriat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he
sustains and the cost of the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except that no person may rely upon any
conduct that would have been actionable as fraud in the purchase or sale of securities to establish a violation of
section 1962. The excep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does not apply to an action against any person
that is criminally convicted in connection with the fraud, in which ca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all start to run on
the date on which the conviction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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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항상 손해배상규정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원칙(general principle)”을 추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론은 RJR Nabisco 판결을 잘못하여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ION 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74)

4.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인정은 미국 특허법 규정과 연방대법원 선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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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2명의 대법관, 즉 Gorsuch 대법관과 Breyer 대법관이 미국 특허법은 외국에
서의 일실이익(lost foreign profits)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법적인 손해(legal injury)”와 이러한 법적인 손해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damages)”을 하나의 법적인 개념으로 합체시킴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75)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미국
특허법상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 산정방법이라는 반대의견은, 미국 특허법의 명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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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규정들은 특허권자에게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하였다.76)
결국 연방대법원은 ⅰ) 자신의 선례인 1983년 General Motors 판결에 의하면,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의 손해배상은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함
으로써,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누리고 있었어야 할 좋은 위치(good
position)에 특허권자를 두게 하는 것이고,77) ⅱ) 또 다른 선례인 1964년 Aro Mfg 판결에 의하면,
만약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누리고 있어야 할 경제적인 상황과 침해
자의 특허침해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특허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의 차액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78) ⅲ) 나아가 또 다른 선례인 1886년 Yale
Lock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79) ⅵ) 이 사건
74)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8-9. 이에 부가하여 연방대법원은 ① RJR Nabisco 판결에서 ION 사가
인용한 부분은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 규정(remedial damages provision)이 아닌 소송의 원인(cause of action)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② RJR Nabisco 판결은 만약 원고가 국내에서의 손해(domestic injury)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업(business) 혹은 재산(property)에 있어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범죄와 형사소송법의 제1964조(c)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고, ③ 이런 측면에서
RJR Nabisco 판결은 미국 연방 범죄와 형사소송법의 제1964조(c)상 손해의 인정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역외적용
배제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ION 사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개념(separate
legal concept)”을 설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75)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연방대법원은 Gorsuch 대법관의 반대의견,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Case No. 16-1011, at 1-3 (June 22, 2018) (Justice Gorsuch dissenting opinion)을 인용하였다.
76)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77)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연방대법원은 General Motors Corp. v. Devex Corp., 461 U.S. 648, 655
(1983) 판결을 인용하였다.
78)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연방대법원은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507 (1964) 판결을 인용하였다.
79)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연방대법원은 Yale Lock Mfg. Co. v. Sargent, 117 U.S. 536, 552-53 (1886)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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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의 특허침해행위를 증명한 특허권자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80)

Ⅴ.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 – WesternGeco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lost
foreign profits)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81) 특히

USA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일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태도를 배척하면서,82)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 특허침해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외국에서의 일실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다.83) 또한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이 아닌 “국내적용
(domestic application)”에 해당한다는 논리적 구조를 설시함으로써, 즉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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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 미국법상 대원칙인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를
채택함으로써,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회피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84) 대상판결의 판시에 의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를
증명한 특허권자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WesternGeco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85) 또한 WesternGeco 판결은 일실이익의
인정범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일실이익의 인정범위를 확장하였고,86)
나아가 전체적으로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87)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특허권자는
80) W
 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9.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특정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인정을
제한하는 법리인 “인과관계 이론(proximate cause)”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81) D. Jeremy Harrison, Intellectual Property Alert: Patent Owners Can Obtain Damages for Lost Sales in Foreign
Jurisdictions, LEXOLOGY, June 26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07724cc-4053-4da9-bb1b-2f3183feb8eb (2018년 7월 16일 13시 방문)
82) T
 amara Fraizer & Jeremy W Dutra, U.S. Supreme Court Opens the Door to Allow Patent Owners to Recover Foreign
Lost Profits, LEXOLOGY, June 2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8be5dd0-d57e-43b6-9ce7-60108cc5f6ac (2018년 7월 16일 13시 30분 방문)
83) William H. Honaker, Breaking News! Supreme Court Gives Patent Owners Big Win, LEXOLOGY, June 26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4b4bbb6-8a92-4690-bae2-a7cb63054e3e (2018년 7월 16일 14시 방문)
84) Jonathan (Yoni) Schenker & Jordan Engelhardt, Supreme Court Reverses Federal Circuit, Holds Patent Owners May
Recover Lost Foreign Profits, LEXOLOGY, June 29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ab2724d-5688-4a26-951f-957e54fe3d6b (2018년 7월 16일 14시 30분 방문)
85) K
 aren Vogel Weil & Mark Kachner, Supreme Court Allows for Patent Damages Incur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LEXOLOGY, June 26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779e139-1a20-4d0c-bd20-603f79ee97a9 (2018년 7월 16일 15시 방문)
86) Lora A. Brzezynski, Francis DiGiovanni & Thatcher A. Rahmeier, Foreign Lost Profits Are Not Lost After All,
LEXOLOGY, June 26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834548e-ad78-4d7d-af2d-e05a1f566445 (2018년 7월 16일 15시 30분 방문)
87) R
 obert M. Masters, Jonathan R. DeFosse & Kristin M. Whidby, Supreme Court Rules that Patentee Can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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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더 고액의 손해배상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88)
다만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ⅰ) 우선 미국 특허법 제2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가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ⅱ) 다음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뿐만

IP Insight

아니라 외국에서의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willful infringement)로 인한 외국에서의 증액손해배상
(enhanced damages)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 전자의 법적
문제는 이 사건이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의 특허침해행위를 다룬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후자의 법적 문제는 대상판결이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라는 손해
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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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단 특허권자는 대상판결의 논리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89) 앞으로 소송당사자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
어질 수 있는 특허침해행위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와 “미국
특허법 제271조(a)”가 규정하는 특허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우선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당해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특허법 제271(f)(1)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판결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90) 따라서 이후에 미국 특허법 제271(f)(1)상의 특허침해
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91)
그러나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의 특허침해규정과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상의 특허
침해규정은 1984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미국 특허법으로 함께 도입되었고,92) 양 규정의
차이점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2)가 전용품에 해당하는 구성부품의 수출행위를 특허침해
Lost Foreign Profits Arising from U.S. Infringement, LEXOLOGY, June 22 2018, www.lexology.com/library/
detail.aspx?g=a837e715-7bb2-4100-8e1f-5e8ce4f30c61 (2018년 7월 16일 16시 방문)
88) Adam R. Brebner, Marc De Leeuw, Stephen J. Elliott, John Evangelakos, Rudy Kleysteuber, Garrard R. Beeney,
James T. Williams & Nader A. Mousavi, Supreme Court Upholds Award of Foreign Lost Profits for U.S. Patent
Infringement, LEXOLOGY, June 25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7883c7b-cd19-413c-a162-d13f5d4c3a68 (2018년 7월 16일 19시 방문)
89) Roshan P. Shrestha & Robert J. Schneider, High Court: Patent Owners May Flex Their Reach on Lost Profits
Beyond U.S. Borders - WesternGeco v. ION (2018), LEXOLOGY, June 25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0701214-fc9e-4500-81fd-1bbc3ffa5ea3 (2018년 7월 16일 17시 방문)
90) WesternGeco LLC, Case No. 16-1011, at 7 n.2.
91) Weil & Kachner, supra note 85.
92)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H.R. 6286, 98th Cong. § 10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98 Stat.
3383) 5827, 5828 (codified at 35 U.S.C. 271(f) (2000)).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7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이주환, 2017년 2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 (中)”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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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은 특허발명의 모든 혹은 상당한 부분에 해당
하는 구성부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양 규정의
도입취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구성부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여 사용행위를
제재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93)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는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대상판결에서의 논리가 유추적용되어,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4)

USA

다음으로 미국 특허법 제271조(a)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에 대상판결의 논리가 유추
적용되어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문제된다.95) 미국 특허법 제271조
(a)상 특허침해행위인 “문언침해행위”와 “균등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96)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3년 Power Integration, Inc. v. Fairchild Semiconductor Int’l, Inc. 판결97)을 통하여 채택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하고 있는 법리, 즉 미국 특허법 제271조(a)상의 특허침해행위에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98) 사견으로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a)는 미국의 영역범위 이내에서의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일실이익까지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99) 근본적으로 자국법의 역외적용은 타국의 자주권과 법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내포하여, 타국의 자주권과 법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100)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서 미국 지방법원과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101) 미국법원이 미국 특허법 제271조(a)상의 특허침해행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할지의 여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102)
93)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H.R. 6286, 98th Cong. § 10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98 Stat.
3383) 5827, 5828 (codified at 35 U.S.C. 271(f) (2000)).
94) J ohn Richards, SCOTUS Grants The Loss Of Overseas Profits To Be Included In Damages In Western 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oration, LEXOLOGY, June 22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86616a4-759d-4174-b8e5-c780a07d3409 (2018년 7월 16일 18시 방문)
95) Jessica L. Zurlo & Stephanie D. Scruggs, Supreme Court Says Patent Owners Can Recover Foreign Lost Profits,
LEXOLOGY, June 27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2bb7c84-13e6-4454-82b9-0c8ff23dce6f (2018년 7월 16일 18시 30분 방문)
96) Schenker & Engelhardt, supra note 84.
97) Power Integration, Inc. v. Fairchild Semiconductor Int’l, Inc., 711 F.3d 1348 (Fed. Cir. 2013).
98) Fraizer & Dutra, supra note 82.
99) 사견으로는 대상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2)상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도
특허권자의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된다.
100) 이주환, “2017년 2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의 적용범위를 제한
하는 판결을 선고함 (下)”, IP-INSIGHT, 2017년 12월 1일 업로드.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101) Brebner, Leeuw, Elliott, Evangelakos, Kleysteuber, Beeney, Williams & Mousavi, supra note 88.
102) 미
 국 특허법 제271조(a)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법 제271조(b)의 유도침해행위, 미국 특허법 제271조(c)의 기여침해행위 등 여러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에도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Western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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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문제인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합리적인 실시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103) 특히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인정여부는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은 비실시 특허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104) 따라서
WesternGeco 판결의 판시로 인하여 비실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외국
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합리적인 실시료가 자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후자의 문제인 고의적인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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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사견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특허침해행위를 근거로 외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국의 자주권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에서의 합리적인 실시료와 외국에서의 증액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WesternGeco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역사상 최초로 특허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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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상액의 산정영역에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WesternGeco 판결을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리의 발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105)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특허침해행위에 근거하여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법은 자국의 영토범위 이내에만
미친다는 소위 “속지주의 원칙” 또는 이에 해당하는 미국법 법리인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법 규정의 역외적용은 타국의 자주
권과 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적용범위를 미국 특허법 제271조(f)(2)로만 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106)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WesternGeco 판결이 채택한 법리가 다양한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와 손해배상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WesternGe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정책은 타국의
자주권과 법을 무시하는 “나쁜 정책(bad policy)”이다.

판결은 미국 특허법상 모든 유형의 특허침해행위에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Masters, DeFosse & Whidby, supra note 87; Brzezynski, DiGiovanni & Rahmeier, supra note 86).
103) R
 yan K. Yagura, John Kappos, Nicholas Whilt & Tony Beasley, BREAKING: High Court Says Patent Owners Can
Recover Foreign Damages, LEXOLOGY, June 22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9e521a8-b3a6-4b7a-82ae-d811bd88040a (2018년 7월 17일 10시 30분 방문)
104) Michael T. Renaud, James Wodarski & Sandra J. Badin, The Patent Act Allows for Full Compensation for All Forms
of Infringement, LEXOLOGY, June 22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75752b4-258f-430d-8dcb-cfec9e75c34f (2018년 7월 17일 11시 30분 방문)
105) Zurlo & Scruggs, supra note 95.
106) Yagura, Kappos, Whilt & Beasley, supra note 103.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역외적용을 모든 특허침해행위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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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대상성 판단에 있어, 특허권자에 보다
유리한 판시를 한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 [Ⅰ]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881 F.3d 1360 (Fed. Cir. 2018)
[Ⅱ]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890 F.3d 1369 (Fed. Cir. 2018)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판결요지

당해 발명의 특허대상성 인정 여부는 (1)청구항이 특허대상이 아닌(judicial exception)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하는지(Mayo/Alice test ‘‘Part 1’), (2)그렇다면 이를 특허 대상으로
변환시킬 만한 의미있는 추가적 요소(significantly more)가 청구항에 존재하는지 여부, 즉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인(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범위를 넘어서는 것 등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존재하는지 여부(Mayo/Alice test ‘‘Part 2’)로 판단한다.
문제된 ’731 특허 청구항 1~7 및 9 모두 데이터 분석, 비교, 저장, 편집과 관련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Part 1’). 그 중 청구항 1~3은 컴퓨터 기능 향상 등의 개선점(improvement)에 관한
제한조건(limitation)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발명적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특허대상성이 부정된다(‘‘Part
2’). 반면 청구항 4~7은 시스템 작동 효율성 제고, 저장 비용 및 업데이트 수고 감소 등 기존 기능에
대비되는 개선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이러한 개선점이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인(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활동을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art 2’). 청구항 요소
및 그 결합이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이 업계에 잘 알려진
기술임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원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통한 사실 조사(a question of law)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듯 청구항 4~7에
있어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특허대상성을 부정하는 약식판결을 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서 관련 사실 판단을 추가로 행하도록 환송한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거절한다.

시사점

본 판결을 반영하여 발표된 미국특허청(USPTO) Berkheimer memorandum은 MPEP §2106에 따른
기본적인 특허대상성 판단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대상성을 부정함에 있어 그러한 판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증거 제시를 요하지 않고 심사관의 상식에 의존하던 종전에 비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무효로 판단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판시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작동 효율성 제고, 비용 감소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당해 청구항이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선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관 등이 당해 청구항에 대하여 주지‧일상‧관용적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명세서에의 개선점 기재가 특허대상성 부정을 이유로 한 특허 거절
또는 무효 판단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점 등이
설사 발명의 핵심 특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출원인에게 보다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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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디지털 처리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및 방법 발명의 특허대상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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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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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지방법원)

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원고

Steven E. Berkheimer

항소인

Steven E. Berkheimer

피고

HP Inc.,
FKA Hewlett-Packard Company

피항소인

HP Inc.,
FKA Hewlett-Packard Company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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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llinois 북부 지방법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1:12-cv-09023

2017-1437

판결일자

2016년 12월 12일

[Ⅰ] 2018년 2월 8일
[Ⅱ] 2018년 5월 31일

판결결과

기각

[Ⅰ] 일부 인용(청구항 1~3, 9~19),
일부 파기환송(청구항 4~7)
[Ⅱ]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 거절

관련 지재권

System and method for archiving and outputting documents or graphical items
(U.S. Patent No. 7,447,713(이하 「’731 특허」))

참조법령

35 U.S.C. §101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당해 발명이 주지‧일상‧관용적(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1. 당해 청구항 요소가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지‧일상‧
관용적인지 여부 판단 시, 관련 중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문제된 청구항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시에
대해 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을 거절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Steven E. Berkheimer(이하 ‘Berkheimer’라 함)는 디지털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디지털 처리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713 특허권자이다. 당해 발명은 데이터를
반복 저장하는 과정을 없앰으로써 시스템 작동 효율성을 높이고 저장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Berkheimer는 HP Inc.(이하 ‘HP’라 함)에 대하여 ‘713 특허
청구항 1~7 및 9~19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리노이북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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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허청구범위해석(Markman hearing)1) 절차를 거친 후, HP는 청구항 1~7 및 9는 특허법
제101조상 특허대상성(patent eligibility)2)이 없음을 들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3)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허여하였다.
청구항 1~7 및 9에 대한 약식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문제된 청구항 모두 특허대상성이 부정
된다고 보았다.4) 더불어 청구항 10~19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지방법원은 문제된 청구항은

USA

여러 증거에 비추어, ‘최소한의 반복(minimal redundancy)’ 이라는 용어가 불명확(indefinite)
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Berkheimer는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 거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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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AFC5)는 특허대상성을 부정한 청구항 1~7 및 9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 중,
청구항 1~3 및 9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4~7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반면, 나머지 청구항
10~19는 무효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은 인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허대상성을 검토했던 지방
법원 약식판결에 대한 CAFC 판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CAFC는 약식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청구항 1~7 및 9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
2012년 연방대법원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판시를 인용하여,
2014년 동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결에서 제시된 Mayo/Alice test를 적용
하였다. 특허대상성 판단기준에 관한 Mayo/Alice test에 따르면, 우선 청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s)인 자연 법칙(law of nature), 자연 현상(natural
phenomenon)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6)에 해당하는지 여부(‘Part 1’)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청구항 요소 또는 그 결합이 특허대상성이 부정되는 그러한 사법적
예외를 특허 대상으로 변환시킬만한 의미 있는 무언가(이하 ‘significantly more’이라 함)를
1) 연방대법원의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판결 이후 이를 법리화한 것으로,
변론절차(trial)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기준으로, 내적(intrinsic) 및 외적
증거(extrinsic)를 근거로 청구항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2016. 11., 88면).
2) ‘특허대상성’이라는 용어 외에 ‘특허적격성’, ‘성립성’, ‘발명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3) 당
 사자 간 핵심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일방 또는 양당사자의 신청(motion)에 의해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판사의
법률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판결 신청에 반대하는 피신청인은 사실인정에 다툼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분쟁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재판절차로
회부한다. 약식판결이 있은 경우, 피신청인은 그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위의 문헌, 92-93, 95면).
4) M ayo/Alice test를 적용할 때, 당해 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고(‘Part 1’), 불특허대상을 특허대상으로
전환할 만한 발명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기에(‘Part 2’),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Mayo/Alice test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글, 3면 참조.
5)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881 F.3d 1360 (Fed. Cir. 2018).
6) 수학적 알고리즘, 경제법칙, 통상적 상거래 관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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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부가하고 있는지 여부(‘Part 2’)를 확인한다. significantly more은 청구항 요소가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주지‧일상‧관용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등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7)
우선 CAFC는 청구항 1~7 및 9 모두8) 데이터 분석, 비교, 저장, 편집과 관련된 추상적 아이
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Part 1’).9) 그 근거로 당해 청구항과 유사한 청구항이 문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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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판시했던 2016년 In re TLI Commc’ns LLC Patent Litig.10)와
2014년 Content Extraction &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t’l Ass’n11)의
선례를 들었다. 본 사건의 분석 프로그램(parser)이 2014년 및 2016년 선례들에서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판시되었던 청구항들보다 문서나 아이템들을 더 작은 요소로 분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함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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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AFC는 ‘Part 2’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항 요소 각각 또는 그 결합이 관련업계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a question of fact)이라고 판시하면서,12)
청구항 1~3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성 있는 발명으로 전환되기 위한 발명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 그 특허대상성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항 113)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시스템과 달리 반복성을 제거하여 컴퓨터 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등의 개선점(improvements)에 관한 제한조건(limitation)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청구항 2~3 및 9 또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반면 나머지 청구항 4~7은 당해 발명의 개선 효과라고 알려진 사항과 관련된 제한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이 명세서에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4) 그 개선점이 관련 업계의 주지‧
일상‧관용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 사실관계 판단이 쟁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15) 실제 상당한 반복 없이 오브젝트 구조(object structure)를 저장하는 내용을
7) 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06.html
8) 청구항 1~3, 9는 ‘parsing and comparing data’ 청구항 4는 ‘parsing, comparing, and storing data’, 청구항 5~7은
‘parsing, comparing, storing, and editing data’에 관한 것이다.
9) Berkheimer는 당해 청구항은 소스코드에서 목적코드로의 변환 기술을 언급한 것으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0) 823 F.3d 607, 613 (Fed. Cir. 2016) at 1347.
11) 776 F.3d 1343, 1347 (Fed. Cir. 2014) at 610, 613.
12) Berkheimer, 881 F.3d at 1367-68.
13)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 method of archiving an item comprising in a computer processing system: presenting the item to a parser;
parsing the item into a plurality of multi-part object structures wherein portions of the structures have searchable
information tags associated therewith; evaluating the object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object structures previously
stored in an archive; presenting an evaluated object structure for manual reconciliation at least where there is a
predetermined variance between the object and at least one of a predetermined standard and a user defined rule.
14) HP와 지방법원(Berkheimer, 224 F. Supp. 3d at 647)은 어떤 아카이브 시스템(archive system)이든 반복성(redundancy)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15) Berkheimer, 881 F.3d at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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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청구항 416)는 기존의 자산관리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17)
이를 통해 시스템 작동 효율성을 높이고 저장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재18)가 명세서에 존재한다.
또한 청구항 519)에 적시되어 있는 one-to-many editing은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수고를 덜어
주며,20) 종래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은 one-to-many editing 기능을 실행하지 못한다21)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항 6~7 또한 청구항 5와 비슷한 제한조건을 두고 있으며, 컴퓨터
기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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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존 기능에 대비되는 개선점을 지닌 청구항이 관련 업계에서 주지‧일상‧관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약식판결을 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아, 관련 청구항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쟁점과 관련된
사실 조사를 추가로 행하도록 환송한 것이다.22) 이에 덧붙여 CAFC는 단순히 선행기술에 개시
(disclosure)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두고 당해 청구항이 주지‧일상‧관용적인 것이라고 속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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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3)
이러한 판시에 대해 HP는 CAFC에 전원합의체 재심리(the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를
요청하였고, CAFC는 지난 5월 31일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결정(per curiam24))을 하였다.25) 그러
면서 Mayo/Alice test ‘Part 2’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항 요소 및 그 결합이 관련 업계 당업자
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관계 판단을 선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 경우 당해 청구항의 특허대상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당해
발명은 주지‧일상‧관용적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항의 주지‧일상‧관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상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 Mayo 사건26)에서처럼, 당해 발명이 업계에 잘 알려진 기술임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를 출원인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16) 청구항 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 The method as in claim 1 which includes storing a reconciled object structure in the archive without substantial
redundancy
17) ’713 patent at 16:58–60.
18) Id at 16:52–58.
19) Claim 5 depends on claim 4 and further recites “selectively editing an object structure, linked to other structures to
thereby effect a one-to-many change in a plurality of archived items.”
20) ’713 patent at 16:58–60.
21) Id at 1:22–55, 4:4–9, 16:52–60.
22) CAFC가 청구항 4~7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3) Id. at 1369
24) ‘per curiam opinon’ means ‘the name that is given to the opinion that is rendered by a court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judge’(https://thelawdictionary.org).
25) S
 teven E. Berkheimer v. HP Inc., 890 F.3d 1369 (Fed. Cir. 2018). 8명의 판사 중 Reyna 판사를 제외한 7명의
판사(Moore, DYK, O’Malley, Taranto, Stoll, Lourie, Newman)가 재심리 요청을 거절하였다.
26)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566 U.S. 66, 73 (2012).

77

그러나 이 사건에서 Berkheimer는 당해 발명이 저장 공간이 부족함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시스템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이지 않음을
들어, 문제가 된 청구항이 주지‧일상‧관용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세서에도 당해
발명이 주지‧일상‧관용적임을 인정한 기재가 없기에, 중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존재한다고 보아,
CAFC는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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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특허법 제101조27)에 따르면, 새롭고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또는 이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물(improvement)을
발명(invent) 또는 발견(discover)한 자는, 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대상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청구항이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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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에 해당되어야 한다.28)
그러나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29) 앞서 보았던 Mayo/Alice test에 따라 당해 청구항이
특허적격이 부정되는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하는지(‘Part 1’30)), 그렇
다면 이를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significantly more’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Part 2’31))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쳐 특허대상성이 인정되는 발명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27)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28) M PEP §2106의 순서도(Subject Matter Eligibility Test for Products and Process)상으로는 ‘Step 1’에 해당한다.
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06.html

29) 미 의회가 과학과 기술 발전의 장려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1981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Diehr, 450 U.S. 175(1981)에서 추상적 아이디어 등의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s)가 언급되었다.
30) 이 글 각주30 순서도상 ‘Step 2B’에 해당한다.
31) 이 글 각주30 순서도상 ‘Step 2B’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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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의 이번 Berkheimer 판결은 Mayo/Alice test ‘Part 1’ 검토 결과 당해 시스템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됨을 전제로, ‘Part 2’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청구항 요소 또는 그 결합이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주지‧일상‧관용적인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significantly more’을 충족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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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당해 청구항이 주지‧일상‧관용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32)으로,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중요 사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존
발명과 대비되는 당해 발명의 개선점으로 알려진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
하고 있다면, 출원인이 당해 청구항은 주지‧일상‧관용적이지 않다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그럼에도 당해 청구항의 특허대상성을 부정한다고 판시하기 위해서는 명확
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2018년 2월 8일 CAFC의 Berkheimer 판결 후 같은 해 5월 31일 전원합의체 재심리 거절
결정이 있기 전인 4월 19일 USPTO는 실제로 특허법 제101조 특허대상적격성 관련 USPTO
특허심사지침서(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이하 ‘MPEP’ 라 함)33)에 추가할
Berkheimer memorandum(이하 ‘Berkheimer memo’라 함)34)을 발표하였다.35)
MPEP §2106.05(d)(I)에 따르면, 심사관은 청구항 요소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widely prevalent), 흔한 것(in common use)이라는 판단을 선뜻(readily) 내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항이 주지‧일상‧관용적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erkheimer memo는 동조에 따라 심사관이 당해 청구항이 주지‧일상‧관용적인지 여부 판단 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여야 함(factual determination)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청구항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또는 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35 U.S.C.
§112(a)36)상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해 청구항 요소가 매우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32) 법률적 판단은 판사에 의해, 사실 판단은 배심원에 의해 행해지는 미국의 경우,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순수한 법률적
판단인지, 아니면 사실 판단도 포함되는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정차호,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예측
불가능한 게임”,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 2008. 12., 21면).
33) www.uspto.gov/web/offices/pac/mpep/index.html
34) Memorandum - Revising 101 Eligibility Procedure in view of Berkheimer v. HP, Inc. (issued April 19, 2018)
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examination-policy/subject-matter-eligibility
35) “USPTO Issues Patent Eligibility Examination Guidance Under Berkheimer”, Pharmapatents, 2018. 4.
www.foley.com/uspto-issues-patent-eligibility-examination-guidance-under-berkheimer-04-23-2018/
36) 35 U.S.C. 112 Specification.
(a) IN GENERAL. -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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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CAFC Berkheimer 판결 및 Berkheimer memo는 MPEP §2106에 따른 기본적인
특허대상성 판단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대상성을 부정함에 있어 그러한 판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증거 제시를 요하지 않고 심사관의 상식에 의존하던 종전에 비해,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무효로 판단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
에게 유리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4월 19일 이러한 Berkheimer memo를 반영한

IP Insight

MPEP §2106.07(a)37) 및 MPEP §2106.07(b)38) 개정안에 추가 설명을 덧붙여39) 연방등록고시
(Federal Register Notice)를 발행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Mayo/Alice test ‘Part 2’ 분석에 있어, 심사관이 청구항 요소 또는
그 결합이 주지‧일상‧관용적이라고 보아 거절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청구항 요소가 주지‧
일상‧관용적임이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특허심사기간 중 출원인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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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40) (2)청구항 요소가 주지‧일상‧관용적임에 언급함에 있어 MPEP §2106.05(d)(II)41)
에서 논의되었던 법원의 판결을 한 개 이상 그 근거로 드는 경우,42) (3)청구항 요소가 주지‧
일상‧관용적임을 나타내는 간행물이 존재하는 경우,43) (4)심사관이 청구항 요소가 주지‧일상‧
관용적임을 공식적으로 고지(taking official notice)하고 있음을 진술하는 경우44) 중 적어도
37) Formulating a Rejection For Lack of Subject Matter Eligibility
38) Evaluating Applicant’s Response
39) (1)에 대한 추가 지침 :
W ith regard to the first optio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provides the following additional guidance:
A specification demonstrates the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nature of additional elements
when it describes the additional elements as well-understood or routine or conventional (or an equivalent
term), as a commercially available product, or in a manner that indicates that the additional elements are
sufficiently well-known that the specification does not need to describe the particulars of such additional
elements to satisfy 35 U.S.C. 112(a). A finding that an element is well-understood, routine, or conventional
cannot be based only on the fact that the specification is silent with respect to describing such element.
(4)에 대한 추가 지침 :
W ith regard to the fourth optio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references MPEP § 2144.03 and states:
This option should be used only when the examiner is certain, based upon his or her personal knowledge, that the
additional element(s) represents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activity engaged in by those in the relevant
art, in that the additional elements are widely prevalent or in common use in the relevant field, comparable to the
types of activity or elements that are so well-known that they do not need to be described in detail in a patent
application to satisfy 35 U.S.C. 112(a).
40) A
 citation to an express statement in the specification or to a statement made by an applicant during prosecution
that demonstrates the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nature of the additional element(s).
41) MPEP §2106.05(d)(II) Elements that the courts have recognized as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activity
in particular fields.
42) A
 citation to one or more of the court decisions discussed in MPEP § 2106.05(d)(II) as noting the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nature of the additional element(s).
43) A citation to a publication that demonstrates the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nature of the additional element(s).
44) A statement that the examiner is taking official notice of the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nature of the
addition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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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사항이 거절 결정을 뒷받침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출원인이 다투는 경우, 심사관은 상기 (1) 내지 (3)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거나
심사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37 CFR §1.104(d)(2)상
선서진술서(affidavit) 또는 선언서(declaration)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USPTO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2018년 8월 20일까지 공중에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USA

5월 7일 Berkheimer memo에 관해 심사관 교육이 실시된 바 있고,45) Ex parte Bhogal,46)
Ex parte Galloway47) 사건 등에서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라
함)은 심사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해당 청구항이 주지‧관용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뒤집기 시작하는 등, PTAB에서 이미 Berkheimer 판결에서의 접근방식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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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효율성 제고, 비용 감소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당해 청구항이 관련 업계 당업자에게 주지‧일상‧관용적이지 않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선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관 등이 당해 청구항에 대하여
주지‧일상‧관용적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명세서에의 개선점 기재가
특허대상성 부정을 이유로 한 특허 거절 또는 무효 판단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점 등이 설사 발명의 핵심 특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출원인에게 보다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45) 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examination-policy/subject-matter-eligibility
46) Ex parte Bhogal, appeal no. 2016-008742, slip op. at 6 (PTAB Mar. 19, 2018).
47) Ex parte Galloway, appeal no. 2017-004696, at 6 (PTAB 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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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rix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법적판단의 대상이라고 판시함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이 주 환 법학박사(Ph.D. in Law)

IP Insight

1.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가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판단의 문제인지의 여부

법적쟁점

2. 특허침해소송의 본안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 당해 특허발명에 특허대상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
에서,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이 인용될 경우 수정소장에 당해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하였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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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판단의 문제임.

판시사항

2. 원고의 수정소장에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원고의 수정소장신청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었음.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태도를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새로운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항소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새로운 법리에 의하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단계에서, 지방법원이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인정하였다면 원고의 수정소장에는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각하
신청은 기각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원고의 수장소장제출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심급

1심 (지방법원)

항소심 (연방순회항소법원)

당사자

Aatrix사 (원고)
Green Shades Software사 (피고)

Aatrix사 (항소인)
Green Shades Software사 (피항소인)

법원

Florida 주 중부지구 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번호

2016WL1375141, 2016WL7206173

Case No. 2017-1452

판결일자

2016년 3월 30일, 2016년 11월 17일

2018년 2월 14일

판결결과

피고의 소송각하신청 인용,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 기각

피고의 소송각하신청 인용판결 파기,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 기각판결 취소,
당해 사건 지방법원으로 환송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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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미국 특허법 제101조,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제12조(b)(6)

Ⅰ. 대상판결의 쟁점 – 대상판결의 법률상 쟁점은 당해 특허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1)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patentable subject matter)을 흠결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한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12조(b)(6)2)가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원고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
하였던 소장내용을 변경한 수정소장(amended complaint)에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원고의 수정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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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신청을 기각한 것에서 재량권을 남용(abuse of discretion)하였는가의 여부이다.3) 즉 특허
침해소송의 본안판단단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피고의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원고가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 수정소장에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수정제출신청을
기각한 것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는가의 여부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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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시사항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
하는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법률판단의 문제(question of law)이지만, 종국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사실
관계의 판단(subsidiary fact question)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5)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
적격을 흠결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가 규정하는 피고의 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지방법원은 수정소장에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
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6)

Ⅲ. 사건의 경과와 지방법원의 판결 – Aatrix 사는 컴퓨터 사용자가 형식데이터(form
data)를 조작하여 시각적인 서식과 보고서(viewable forms and report)를 만들 수 있도록,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디자인하고 창출하며 불러들여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615 특허7)와 393 특허8)의 특허권자이다.9) 양 특허의 명세서에 의하면,
1) 3 5 USC §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2) F
 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2. (b) How to Present Defenses. Every defense to a claim for relief in any pleading
must be asserted in the responsive pleading if one is required. But a party may assert the following defenses by
motion: (6)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3)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No. 17-1452, at 11 (Fed. Cir. Feb. 14, 2018).
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5)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7) 615 특허의 미국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7,171,615”이다.
8) 393 특허의 미국특허등록번호는 “U.S. Patent No. 8,984,393”이다.
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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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특허는 “form file”, “data file”, “viewer”의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0) 2015년 2월 13일,
Aatrix 사는 Green Shades 사가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 2, 22 와 393 특허의 특허청구항
1, 13, 17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Florida 주 중부지구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11)
이후 Green Shades 사는 양 특허의 모든 특허청구항들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제12조(b)(6)에 근거하여 소송
각하신청을 제기하였다.12) 이에 대하여, Aatrix 사는 지방법원이 당해 특허발명이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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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허발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해 소송각하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2016년 3월 30일, 지방법원은 615 특허와 393 특허의 모든 특허청구항이 특허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제12조(b)(6)에 근거하여 제기된 Green Shades 사의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14) 우선 지방법원은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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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체적인 구성요소(tangible embodiment)”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5) 그리고 지방법원 은 나머지 5개의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대상적격의 인정기준인 “Alice/Mayo test”16)를 적용하면서, ⅰ)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2이
10)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2-3. 양 특허의 대표청구항인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Claim 1. A data processing system for designing, creating and importing data into, a viewable form viewable by the
user of the data processing system, comprising: (a) a form file that models the physical representation of an original
paper form and establishes the calculations and rule conditions required to fill in the viewable form; (b) a form file
creation program that imports a background image from an original form, allows a user to adjust and testprint the
background image and compare the alignment of the original form to the background test-print, and creates the
form file; (c) a data file containing data from a user application for populating the viewable form; and (d) a form viewer
program operating on the form file and the data file, to perform calculations, allow the user of the data processing
system to review and change the data, and create viewable forms and reports.
11)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2-3.
1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3.
13)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3-4.
14)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Case No. 3:15-cv-164-HES-MCR, 2016WL1375141, at *16
(M.D.Florida, Mar. 30, 2016).
15) Aatrix Software, 2016WL1375141, at *9-10.
16) “Mayo/Alice Test” 혹은 “Alice test”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two-step test”라고 칭한다. “two-step
test”의 첫 번째 단계는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개념(patent-ineligible concept)”, 즉 자연법칙(laws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가 만족되면 두 번째 단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당해 특허발명에 “발명적인 개념(inventive
concept)”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355 (2014);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132 S. Ct. 1289, 1296-97 (2012)).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발명적인
개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ⅰ)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혹은 구성요소의 조합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significantly more) 것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ⅱ) 그리고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전환시키기에(transform into)
충분한 정도의 발명적인 개념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ⅲ) 또한 당해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잘 이해되어 있고(well-understood), 일상적이며(routine), 관습적인 활동(conventional activity) 이상으로 발명적으로
중요한 것(something inventive)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ⅳ) 나아가 당해특허를 실행하는
방법이 전적으로(entirely) 인간의 정신(human mind)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과정 단계(mental process step)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Alice Corp., 134 S.Ct. at 2355, 59; Mayo, 132 S.Ct. at 129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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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 발명은 형식(form)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산술(calculation)을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fundamental human activity)”에 불과하기 때문에, “Alice/Mayo test”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발명적인 개념(inventive concept)”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고,17) ⅱ) 나머지 4개 특허청구항인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22와 393 특허의 특허청구항
1, 13, 17이 구체화하고 있는 발명은 실질적으로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2이 구체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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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발명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18)
이후 Aatrix 사는 ① 지방법원의 소송각하판결에 대한 파기신청, ② 지방법원의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에 대한 특허대상적격 불인정판결 재판단신청, ③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하였다.19)
특히 Aatrix 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본안판단단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대상적격을 흠결
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소송각하판결을 배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additional
allegations and evidence)가 수정소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수정소장 제출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2016년 11월 17일, 지방법원은 Aatrix 사가 제기한
세 가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1) Aatrix 사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①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하여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Green Sahaeds 사의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판결을 파기하였고(vacate), ②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각판결을 취소하였으며(reverse), ③ 당해 특허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Aatrix 사의 수정
소장 제출신청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당해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환송한다고(remand) 판결하였다.2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판결의 판시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간략하게 언급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1.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의 언급
우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17) Aatrix Software, 2016WL1375141, at *11-13.
18) Aatrix Software, 2016WL1375141, at *13-15.
1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4.
20)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4.
21)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Case No. 3:15-cv-164-HES-MCR, 2016WL7206173, at *1
(M.D.Florida, Nov. 17, 2016).
2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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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인용판결 적법여부를 담당 지방법원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순회항소법원의 법에
근거하여 검토하고,23) ⅱ) Florida 주 중부지구 지방법원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순회항소법
원인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사실적인 주장(factual allegation)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
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인용판결의 적법여부를 처음부터(de novo) 검토한다고 언급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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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① 자신의 선례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도,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였고,25) ②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법적판단의 문제
(matter of law)로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결은 이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별도의 “사실
적인 주장(factual allegation)”이 없는 상황에서만 적법하고,26) ③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선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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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적인 주장은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된 소송각하판결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27) ④ 만약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법원은 소송
본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충분하고도 전형적인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28)
결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가 부적절하게 판결된 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29)

2. 지방법원이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이 비유체적인 구성요소를 지칭한다는 이유로
특허대상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오류를 범하였는가의 여부
23)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ontent Extraction &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t’l Ass’n, 776 F.3d 1343, 1346 (Fed. Cir.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2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peaker v.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s. Ct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623 F.3d 1371, 1379 (11th Cir. 2010) 판결을 인용하였다.
25)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Genetic Techs. Ltd. v. Merial L.L.C., 818 F.3d 1369, 1373
(Fed. Cir. 2016) 판결과 Content Extraction &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t’l Ass’n, 776 F.3d 1343, 1351
(Fed. Cir.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2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27)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BASCOM Glob.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1352 (Fed. Cir. 2016) 판결을 인용한 FairWarning IP, LLC v. Iatric Sys., Inc., 839 F.3d 1089, 1097 (Fed.
Cir. 2016) 판결을 인용하였다.
28)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Genetic Techs. Ltd. v. Merial LLC, 818 F.3d 1369, 1373 (Fed.
Cir. 2016) 판결을 인용하였다.
2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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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이 “비유체적인 구성요소
(intangible embodiment)”를 지칭한다는 이유로 특허대상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30)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2014년 연방대법원의
Alice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당해 특허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특허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4가지 유형, 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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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기계장치(machine), 제품(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에 해당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시작하고,31) ⅱ)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의 혁신에 초점을
둔 많은 특허청구항들과 같이,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은 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컴퓨터
(computer), ② 데이터를 보면서 변환시키는 수단(means), ③ 서식과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수단(means)을 구성요소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에 대한
특허청구항으로서, “유체적인 시스템(tangible system)”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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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상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32)

3. 수정소장 제출신청이 인용되면 소송각하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사실적인 주장이
존재할 경우, 수정소장 제출신청 기각한 지방법원이 법적 오류를 범하였는가의 여부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가의 여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특허청구
항에 대해서는 “Alice/Mayo test”를 적용하여, 당해 특허청구항들이 구체화하는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이
인정되었더라면 지방법원의 소송각하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사실적인 주장(allegation fact)”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한 것에서 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33) 그 이유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하면서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34) 우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과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한 제11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법리에 대하여, ⅰ)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수정소장 제출신청 기각판결에 대하여 “재량권의 남용여부(abuse
30)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6.
31)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lice Corp. Pty.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2347
(2014)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자신의 선례인 Ultramercial, Inc. v. Hulu, LLC, 772 F.3d 709, 713.14 (Fed. Cir. 2014) 판결과
Digitech Image Techs., LLC v. Elecs. for Imaging, Inc., 758 F.3d 1344, 1348, 50 (Fed. Cir.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3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6-7.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다른 특허청구항들과 달리, 615 특허의
특허청구항 1이 구체화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서 “Alice/Mayo test”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도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
33)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7.
3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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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scretion)”를 기준으로 검토하고,35) ⅱ) 지방법원은 “법적 정의가 필요로 할 때에는(when
justice so requires)”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며,36) ⅲ) 다만 지방법원은 ① 원고가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하면서 부당한 지연(undue delay)을 할 경우, ② 수정소장 제출신청이
인용되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undue prejudice)가 발생할 경우, ③ 소장의 수정이 무익
(futility)할 경우에는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37) ⅵ) 제11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소장수정이 무익하다는 이유로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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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 검토하는데,38) ⅴ) 특히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결은 증거(record)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40) ① Aatrix 사의 수정소장에는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들(allegations)을 포함하고 있는데,41)
②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 인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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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단계에서, 당해 특허청구항이 언급하는 “data file”이라는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Alice/Mayo test”의 두 번째 단계가 언급하는 “발명적인 개념
(inventive concept)”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환언하면 이 주장들은 지방법원의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 있어서 “Alice/Mayo test”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적 분쟁
(factual disputes)을 제기하고 있어서,42) ③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
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무익한(futile)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43)
이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사실적 주장들을 고려할 경우, 당해 특허발명에 특허

35)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nn v. Palmer, 713 F.3d 1306, 1316 (11th Cir. 2013) 판결을
인용하였다.
3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Perez v. Wells Fargo N.A., 774 F.3d 1329, 1340 (11th Cir.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37)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7-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nn v. Palmer, 713 F.3d 1306, 1316 (11th Cir. 2013) 판결과
Perez v. Wells Fargo N.A., 774 F.3d 1329, 1340-41 (11th Cir.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38)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nn v. Palmer, 713 F.3d 1306, 1316 (11th Cir. 2013) 판결을
인용하였다.
3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Garfield v. NDC Health Corp., 466 F.3d 1255, 1270 (11th Cir.
2006) 판결을 인용하였다.
40)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8. 항소에서 Green Shades 사는 당해 특허청구항이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발명은
무효이고, 원고의 수정소장은 당해 특허의 유효성판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41)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8.
4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8-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BASCOM Glob.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1352 (Fed. Cir. 2016) 판결을 통하여, 연방민사소송절차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
인용여부 판단단계에서, 당해 특허발명에 발명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면 특허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43)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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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격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였다.4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Aatrix
사의 수정소장에는 “form file”이라는 구성요소가 발명적인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장들(numerous allegations)”이 포함되어 있는데,45) ⅱ) 특히 수정소장에는 기존의
“form file”의 창출에 있어서, 당해 특허발명의 발전사항(development) 및 개량사항
(improvement) 그리고 당해 특허발명이 기존의 문제점(problems)을 해결하였다는 특정의
주장(specific allegatio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46) ⅲ) 이 주장들에 의하면 “form file”라는

USA

구성요소는 발명적인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7)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사의 수정소장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사실적인 주장들을
언급하면서, ⅰ) 수정소장에는 당해 특허발명이 ① 세금 신고서(tax form)의 처리에 있어서
컴퓨터의 효율성(efficiency)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② 사용자의 컴퓨터의 RAM과 하드디
스크의 저장면적(storage space)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③ 기존 시스템의 처리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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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는 “thrashing”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 ④ 메모리(memory)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스템 처리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48) ⅱ) 이 주장들은 당해
특허발명이 관행적인 행위(conventional activity)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구성요소들
(generic components)이 아닌, 컴퓨터 기술 자체에 있어서의 개량부분(improvement)을 지칭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49) ⅲ) 결국 수정소장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조합은 컴퓨터 자체의 기능(function)과 작동(operation)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50) ⅵ) 지방법원은 수정소장 제출신청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abuse of discretion)하였다고 판결하였다.51)

4.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 판단이 법적판단의 문제인가의 여부와 잘 이해되고, 일상
적이며, 관행적인 행위의 인정여부판단이 사실판단의 문제인가의 여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하에서 특허대상적격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적판단의 문제(question of law)라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4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9-11.
45)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9.
4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9-10.
47)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0.
48)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0.
4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0. 연방순회항소법원은 Visual Memory LLC v. NVIDIA Corp., 867 F.3d 1253, 1258-59 (Fed.
Cir. 2017) 판결, Amdocs (Israel) Ltd. v. Openet Telecom, Inc., 841 F.3d 1288, 1300-02 (Fed. Cir. 2016) 판결,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 1336 (Fed. Cir. 2016) 판결,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L.P., 773 F.3d 1245, 1257
(Fed. Cir. 2014)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들 판결에서 자신은 당해 특허발명에 컴퓨터의 기능(function)과 작동(operation)에
있어서 개량부분(improvement)이 있으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50)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0-11.
51)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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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수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fact of question)가 개입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5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Alice/Mayo test”의 두 번째 단계는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명적인 개념(inventive concept)”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53) ⅱ) 만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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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들이 당업자의 수준에서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행적인 행위(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activity)”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구성요소들은 발명적인 개념에 해당
하지 않고,54) ⅲ) 선례에서 이미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당해업계에서 이전에 알려져
있는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행적인 행위” 그 이상을 언급하고 있다면, “Alice/Mayo
test”의 두 번째 단계가 만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55) ⅳ) 결국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혹은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행적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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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question of fact)”라고 설명하였다.56)
이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개별적 구성요소들 혹은 개별적 구성요소
들의 조합이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행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주장들
(concrete allegations)과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의 조합에는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량부분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들이 원고의 수정소장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문제(factual matter)로서 이러한 주장들을 배척한 이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57)

5.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청구항 해석절차가 필요한가의 여부
항소에서 Aatrix 사는 지방법원이 Green Shades 사의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용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당해 특허청구항이 언급하고 있는 특허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특허
청구항 해석절차(claim construction proceedings)를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5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53)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lice Corp. Pty.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2347,
2357 (2014) 판결을 인용하였다.
5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566
U.S. 66, 73 (2012) 판결을 인용하였다.
55)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판시한 자신의 선례로 ① Content
Extraction &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t’l Ass’n, 776 F.3d 1343, 1347-48 (Fed. Cir. 2014) 판결, ②
Affinity Labs of Tex., LLC v. DIRECTV, LLC, 838 F.3d 1253, 1262 (Fed. Cir. 2016) 판결, ③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Erie Indem. Co., 850 F.3d 1315, 1328 (Fed. Cir. 2017) 판결, ④ BASCOM Glob.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1350 (Fed. Cir. 2016) 판결을 인용하였다.
5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57)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12.

90

주장하였다.58) 이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① 이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지방법원이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각하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지만, 다만 당해 특허
발명에 특허대상적격이 있는가의 여부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
서는,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하기 때문에,59) ②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Aatrix 사는 수정소장을 제출할 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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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아가 항소에서의 소송서류와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가 필요
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지방법원은 Aatrix 사의 수정소장의 제출을 인정한
후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1)

6.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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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지방법원이 “Alice/Mayo test”의 두 번째 단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data file”이 컴퓨터의 잘 이해되고 일상적인 구성요소와 기능
(well-understood and routine component and function)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지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62) ⅱ) 또한 지방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배제하였으며,63) ⅲ) 나아가
Aatrix 사가 “data file” 구성요소는 제3자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는 개량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지방법원은 당해 구성요소가 잘 알려지고 일상
적이며, 관행적인 구성요소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64) ⅵ) 결국 지방법원이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무익한(futile)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65)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소송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Aatrix 사의 수정소장에는 이러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사실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특허청구항 해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66) 이와 함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사의 수정소장 제출
58)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2.
59)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Bancorp Servs., L.L.C. v. Sun Life Assur. Co. of Canada
(U.S.), 687 F.3d 1266, 1273-74 (Fed. Cir. 2012) 판결을 인용하였다.
60) A
 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2.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특허청구항 해석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결한 것에서 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서는 별도로 판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61)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2.
62)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4.
63)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4.
6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4.
65)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4.
66)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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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 판결을 취소하였다.67)

Ⅴ. 대상판결의 시사점 –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
(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원고의 수정소장에 당해 특허
발명에 특허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주장” 내지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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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방법원이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결하였다.68)
즉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지방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수정제출신청을 인정함으로써 특허대상적격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69) 이러한 측면에서 Aatrix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본안판단이전의 단계에서, 지방법원의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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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70) 특히 대상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한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지방
법원이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71) 결국 대상판결의 판시로 인하여
본안이전의 특허침해소송의 초기단계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특허대상적격을 흠결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각하판결을 받을 확률이 이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Aatrix 판결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법리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법리라는 의미가 있다.72) 이와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Aatrix 판결로 인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12조(b)(6)가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각하판결을 받는
것이 이전보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불리한 법리이다.73)
67)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5.
68)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11.
69) Jeremy Anapol, Recent Federal Circuit Decisions Emphasize Effect of Factual Questions on Patent Eligibility,
LEXOLOGY, March 1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8ce0da2-6a82-4c2a-a856-aa5bcf36ec10
(2018년 10월 10일 10시 방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서 사실문제의 역할에 대하여 답하였다.
70) Nolan R. Hubbard, Jason R. Freeck & Margaux L. Nair, Welcome to the Aatrix: Facts, Lots of Facts, Available for
Eligibility Analyses?, LEXOLOGY, March 14 2018,
w
 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c769db1-9db2-49cd-85ec-a8ae8979130a (2018년 10월 10일 11시 방문).
사실관계의 고려는 소송초기단계에서 소송각하판결의 선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
71) Sudip K. Mitra & Alain Villeneuve, Overcoming Early Alice Rejections in Litigation, LEXOLOGY, April 26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ae17645-a820-400a-bbd1-eb6554b33721 (2018년 10월 10일 11시 30분
방문). Aatrix 판결은 기존소장의 내용에 수정소장의 내용이 더해진 사실관계의 주장에 의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법적 사고를 지지한다.
72) T
 odd A. Gerety, Avoiding Early § 101 Dismissal with Factual Disputes, LEXOLOGY, March 19 2018, www.lexology.com/
library/detail.aspx?g=276ce71f-4023-4d52-a023-4f94ebba14d0 (2018년 10월 10일 13시 방문). 소송본안이전의 단계에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특허침해소송의 각하율은 감소할 수 있다.
73) Paul D. Ackerman, Factual Questions May Preclude xEarly Resolution of Invalidity under Section 101, LEXOLOGY,
February 20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0ec1acb-cb1d-4e6e-9b85-5477b48269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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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대상
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사실관계의 판단에 근거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새로운 법리를 채택
하였다.74) 즉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존의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법리를 대신하여, “사실관계의 판단에 근거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75)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지방
법원에만 맡겨 두지 않고, 자신이 항소에서 지방법원의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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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지방법원이 판단하였던 사실관계를 자신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76) 결국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새로운 법리에 의하여,
환송심에서 지방법원은 원고의 수정소장 제출신청을 인정하고, 이어서 수정소장이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진행한 후에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77) 이러한 측면에서 Aatrix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특허권자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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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에 대한 본안판단단계 이전에,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소송각하신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송상 방어방법(defense)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78) 이러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태도는 연방대법원이 2014년 Alice 판결을 통하여 특허
대상적격의 인정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였던 태도와는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된다.79) 그 이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Aatrix 판결을 통하여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과 관련하여 채택한
법리는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특허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80) 결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
Alice 판결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특허침해소송의 본안판단이전에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확률을
낮춤으로써, Alice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2018년 10월 10일 14시 방문). Aatrix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의 초기에 소송각하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74) Aatrix Software, No. 2017-1452, at 5, 11.
75) 다
 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이 법적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법적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는 Aatrix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특허대상적격과 관련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 5월 18일에 선고된 SAP America, Inc., v. Investpic LLC, No. 17-2081, at 7 (Fed. Cir. May 15,
2018)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대상적격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적 판단의 문제(a question of law based on underlying facts)이다.”라고 언급하였다.
76) Adam Powell & Diana E. Wade,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February 14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6781a95-5432-47ae-babf-3b874e4eda9c (2018년 10월 10일 15시 방문).
77) Christopher E. Loh, Militating Against Early Or Summary § 101 Determinations, LEXOLOGY, February 19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1bfbc25-c175-4161-8350-6d56787a098c (2018년 10월 10일 16시 방문).
78) Gerety, supra note 72.
79) Steven M. Auvil & Bryan Schwartz, Does Aatrix Software Provide Software Patent Owners Shelter From The “Alice
Storm”?, LEXOLOGY, February 18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29bf5fd-50b5-44dd-bb22-67de115abace
(2018년 10월 10일 17시 방문). Aatrix 판결은 “Alice Storm”으로부터 중요한 이탈을 의미한다.
80) Hubbard, Freeck & Nair, supra not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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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실무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81)
그러나 Aatrix 판결에서 채택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가 연방대법원이 Alice 판결을 통하여
채택하였던 특허대상적격과 관련한 특허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에, 앞으로 Aatrix 판결이 특허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이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판단의 문제라는 연방순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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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의견에 대하여, Reyna 판사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82) Reyna 판사는 자신의 부분
적인 동조⋅부분적인 반대의견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 다수의견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이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
판단에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고 비판하였다.83) 이어서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은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적인 구성요소(significant factual
component)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순수한 법적판단의 대상인 특허대상적격의 인정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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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인(twofold) 법적 개념으로 변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84) 특히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①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서 “Alice/Mayo test”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행기술, 출판문헌, 다른 특허, 전문가의 의견 등의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의
제출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에
제시하였던 내재적 증거(intrinsic record)와 관련이 없는 외재적 증거를 원고로 하여금 수정
소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또한 지방법원이 실시하지 않은 특허청구항의 해석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③ 결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
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에 대한 판단을
미국 특허법 제102조가 규정하는 신규성, 미국 특허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진보성, 미국 특허법
제112조가 규정하는 불명확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85) 결국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법리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태도는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이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6)
81) A
 ckerman, supra note 73. Aatrix 판결은 Alice판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대상적격과 관련된 트렌드(trend)의
변화를 알리는 판결이다. ; Auvil & Schwartz, supra note 79, Aatrix 판결은 Alice판결 이후 3년간 지속되고 있는
특허대상적격과 관련한 실무에서의 중요한 이탈(significant departure)을 의미한다.
82) A
 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No. 17-1452 (Fed. Cir. Feb. 14, 2018). (Reyna’s concurring-inpart, dissenting-in-part opinion).
83) Aatrix Software, No. 17-1452, at 2. (Reyna’s concurring-in-part, dissenting-in-part opinion).
84) Aatrix Software, No. 17-1452, at 2. (Reyna’s concurring-in-part, dissenting-in-part opinion).
85) A
 atrix Software, No. 17-1452, at 2-3. (Reyna’s concurring-in-part, dissenting-in-part opinion). Reyna 판사는
이러한 상황은 약식판결절차(summary judgment proceedings)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86) A
 atrix Software, No. 17-1452, at 4. (Reyna’s concurring-in-part, dissenting-in-part opinion). Reyna 판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로 Secured Mail Sols. LLC v. Universal Wilde, Inc., 873 F.3d 905, 912 (Fed. Ci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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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a 판사는 기존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법리에 충실하게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순수한 법적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
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확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87) 연방순회항소법원 다수의견이 채택한 법리는 기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Reyna 판사의 비판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다수의
견은 Alice 판결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본안단계에 이르기 전에, 연방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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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소송각하판결이 선고
되는 확률이 높은 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기 때문에,88) 특허정책의
관점에서 어떠한 법리가 미국의 특허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현재로
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특허대상적격 인정여부판단과 관련된
새로운 법리는, 소송조기에 특허대상적격의 흠결로 인하여 소송각하판결이 선고되는 판결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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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소송각하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89)
Aatrix 판결과 함께, 연방대법원 Alice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대상적격에 대한 법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로서, Aatrix 판결이 선고되기 6일
전인 2018년 2월 8일에 선고된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판결90)이 있었다.
Berkheimer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피고는 당해 특허발명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이 발명적인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식판결을 인용하였다.91)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사실문제를 기반으로는(underlying issues of fact) 법적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92)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컴퓨터의 효율성(efficiency)과 기능성
판결을 인용하였다.
87) D
 ion M. Bregman & Karon N. Fowler, Federal Circuit Reverses Rule 12(b)(6) Dismissal on Section 101 Grounds Due
to Factual Allegations, LEXOLOGY February 23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48f4de6-886e4342-8db6-7895058ac93a (2018년 10월 10일 18시 방문).
88) Gerety, supra note 72.
89) D
 ion M. Bregman & Karon N. Fowler, Federal Circuit Reverses Rule 12(b)(6) Dismissal on Section 101 Grounds Due
to Factual Allegations, LEXOLOGY February 23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48f4de6-886e4342-8db6-7895058ac93a (2018년 10월 10일 19시 방문). 당해 특허발명에 특허대상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사건은 2016년 76건, 2017년에 73건이
제기되었다. 2016년의 76건 중에서 51.3%에 해당하는 사건이 소송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년의 73건 중에서
50.7%의 사건이 소송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90)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No. 17-1437 (Fed. Cir. Feb. 8, 2018). Berkheimer 판결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31일자로 IP-NAVI에 업로드된 IP-INSIGHT, “이상희,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대상성 판단에 있어, 특허권자에 보다
유리한 판시를 한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91) Steven E. Berkheimer, No. 17-1437, at 2-3.
92) Steven E. Berkheimer, No. 17-1437, a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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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부분(improvement)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3)
지방법원이 당해 특허발명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습적인(wellunderstood, routine and conventional)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이러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특허청구항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하였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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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rix 판결과 마찬가지로 Berkheimer 판결도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법리를 채택하면서,95) 특허침해소송의 본안판단단계 이전인
약식판결 인정여부 판단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
다는 이유로 제기된 약식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켰다.96) 따라서 Berkheimer
판결도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피고의 약식판결신청에 대응하여야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다.97)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판결과 Berkhe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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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통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b)(6)이 규정하는 소송각하신청 인정여부 판단단계와
약식판결 인정여부 판단단계라는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효용성을 약화
시켰다.98) 결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두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2014년 Alice 판결의 취지와는
상반된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의 본안을 거치지 않고도 당해 특허권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피고의 방어방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특허권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99) 앞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이
미국의 특허제도와 특허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궁금하다.
2018년 5월 3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에 대한 연방순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신청을 기각하였다.100) 전원합의체 심리신청 기각판결의
판결문을 작성한 Moore 판사는,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혹은 구성요소의 조합이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습적인(well93) Steven E. Berkheimer, No. 17-1437, at 14.
94) S
 teven E. Berkheimer, No. 17-1437, at 12, 17. Aatrix 판결과 마찬가지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혹은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당업자에게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관습적인(well-understood, routine and conventional)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95) Aatrix 판결의 판결문과 Berkheimer 판결의 판결문 모두 Moore 판사가 작성하였다.
96) R
 obert D. Rhoad, Federal Circuit Decisions Raise Bar for Invalidating Patents on Section 101 Grounds Before Trial,
LEXOLOGY February 21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0ee43f3-ea59-48de-94f0-b43fb78e1247 (2018년 10월 11일 10시 방문).
97) Gerety, supra note 72.
98) Anapol, supra note 69.
99) Rhoad, supra note 96.
100)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No. 17-1452, at 2 (Fed. Cir. May 31, 2018);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No. 17-1437, at 3 (Fed. Cir. Ma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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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ood, routine and conventional)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question of fact)”에
해당한다는 특별하지 않은 법적 명제(unremarkable proposition)을 채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강조하였고, 또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법적판단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도
미국 특허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자명성(nonobiviousness) 요건, 미국 특허법 제112조가 규정
하는 실시가능(enalbement) 요건과 불명확성(indefiniteness) 요건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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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법적판단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101) Aatrix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Reyna
판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신청 기각판결에 반대하면서,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102)
결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이
순수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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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신청 기각판결만
으로는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이 채택한 특허대상적격의 인정여부판단이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법리가 지속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103)
따라서 이들 두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이
채택한 법리는 연방대법원이 Alice 판결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특허대상적격과 관련한 미국의
특허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Aatrix 판결과 Berkheimer 판결을
통하여 채택한 법리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101) A
 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No. 17-1452, at 1-3 (Fed. Cir. May 31, 2018) (Moore’s opinion);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No. 17-1437, at 1-3 (Fed. Cir. May 31, 2018) (Moore’s opinion).
102) A
 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No. 17-1452, at 1-3 (Fed. Cir. May 31, 2018) (Reyna’s opinion);
Steven E. Berkheimer, v. HP Inc., No. 17-1437, at 1-2 (Fed. Cir. May 31, 2018) (Reyna’s opinion).
103) Y
 ar R. Chaikovsky and David Okano, Berkheimer and Aatrix En Banc Denial: a Divided Federal Circuit on Alice
Step Two, LEXOLOGY February 21 2018,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230d6d6-7536-44f5-b04b-de575bd5fcaa (2018년 10월 11일 11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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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LG전자의 특허침해를 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욱 변리사

IP Insight

쟁점

판시사항

특허적격성 존부,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 청구항 해석에 따른 침해 판단
1. Core Wireless의 UI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특허적격성이 인정됨.
2. 증거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신규성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3.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은 타당하며, 이에 따를 경우 LG전자의 특허침해가 인정됨.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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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심 (지방법원)

2 심 (항소법원)

원고: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항소인: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피고: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피항소인: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법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사건번호

2:14-cv-00911-JRG-RSP,
2:14-cv-00912-JRG-SP

2016-2684,
2017-1922

판결일자

2016년 3월 20일
2016년 8월 23일

2018년 1월 25일

판결결과

약식판결 신청 기각
법률문제판결 신청 기각

항소기각

관련
지재권

Computing Device with Improved User Interface for Applications (U.S. Pat. No. 8,713,476)
Computing Device with Improved User Interface for Applications (U.S. Pat. No. 8,434,020)

참조법령

35 U.S.C. §§ 101, 102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User Interface(이하 UI)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 비침해 여부이다.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이하 Core Wireless)는 LG
Electronics, Inc.(이하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두 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소송에서는 LG전자가 Core Wireless에 약 2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2) 나머지 하나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본 사안이다.
1)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v. LG Electronics, Inc., Nos. 2016-2684, 2017-1922, 2018 WL 542672 (Fed. Cir. Jan. 25, 2018).
2) C
 ore Wireless Licensing S.A.R.L. v. LG Electronics, Inc., No. 2:14-cv-912-JRG, 2016 WL 10749825 (E.D. Tex. Nov.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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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1) Core Wireless의 UI 특허는 작은 화면을 갖는 전자장치의 기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며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
(2) 침해피의자인 LG전자는 신규성 무효사유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따라서 Core Wireless의 UI 특허에 신규성 무효사유가 없다.

USA

(3)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은 타당하다. 이러한 청구항 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LG전자는
Core Wireless의 UI 특허를 침해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의 판결
미국 특허 제8,713,476호(이하 ’476 특허) 및 제8,434,020호(이하 ’020 특허)는 스마트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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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은 화면을 갖는 전자장치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명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특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나 저장된 데이터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UI를 제공한다.3) Core Wireless는 LG전자가 ’476 특허의 청구항
8, 9와 ’020 특허의 청구항 11, 13(이하 계쟁 청구항)을 침해하였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LG전자는 이들 계쟁 청구항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적격성이 없다며 약식판
결을 신청하였다.4) 하지만 지방법원은 LG전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을 해석하더라도,
계쟁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application’, ‘summary window’, ‘un-launched state’의 개념은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특정
장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은 설령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가정
하더라도 계쟁 청구항은 장치-변환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며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였다.5) 이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Rodney Gilstrap 판사는 손해배상으로 228만 달러, 증액손해배상으로 45만6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하
였다.
3) ’020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던 부분은 밑줄 처리하였다.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ain menu listing at
least a first application,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n application summary window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ain menu,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window displays a limited list of at
least one function offered within the first application, each function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first
application and initiate the second func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window is displayed while the
application is in an un-launched state.
4) 35 U.S.C. §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5) 장
 치-변환 테스트(machine-or-transformation test)는 2010년 연방대법원의 Bilski 판결 이전에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던 유일한
테스트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기계 또는 장치와, 물리적으로 물체나 물질을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것에만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
연방대법원은 장치-변환 테스트가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이 특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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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방법원은 특허적격성을 이유로 한 약식판결신청을 기각하였다.6) 배심원들 또한 LG전자가
모든 계쟁 청구항을 침해하고 있으며, 계쟁 청구항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배심원 평결에 대응하여, LG전자는 청구항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법률문제판결(judgement
as matter of law, JMOL)을 신청하였다. LG전자는 계쟁 청구항 문구 중 ① ‘un-launched
state’는 ‘실행되지 않은(not running)’으로 해석해야 하고, ② ‘reached directly’는 요약 창

IP Insight

(summary window)이 메인 메뉴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주장하였다. LG전자는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비침해 판단을 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LG전자는 미국 특허
제6,415,164호(이하 인용 Blanchard)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며 법률문제판결을 신청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LG전자가 재차 청구항 해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법률문제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다.7) 이에 LG전자는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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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청구항의 특허적격성 존부,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 특허침해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청구항들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특허적격성이 인정되며, 신규성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G
전자가 Core Wireless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약식판결신청 및 법률문제판결 신청을 기각한 것을 모두 지지하며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쟁점별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특허적격성 존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Alice 테스트에 따라 계쟁 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을
검토하였다.8) Alice 테스트 1단계로, 법원은 계쟁 청구항이 특허 받을 수 없는 개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9) 이어서 2단계로, 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환

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Bilski v. Kappos, 561 U.S. 593, 130 S. Ct. 3218 (2010).
6)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v. LG Electronics, Inc., No. 2:14-cv-911-JRG-RSP, 2016 WL 1106438 (E.D. Tex.
Mar. 20, 2016).
7)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v. LG Electronics, Inc., No. 2:14-cv-911-JRG, 2016 WL 4440255 (E.D. Tex. Aug. 23,
2016). LG전자는 청구항 해석, 신규성 상실에 대한 법률문제판결 신청에 더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한 법률문제판결 신청을
하였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새로이 재판하겠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기존 배심원 평결에 따르면 LG전자는 스마트폰
1 대당 0.1 달러로 산정된 실시료를 기초로 총액 350만 달러를 Core Wireless에 배상해야 했다.
8) Alice Corp. Pty.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9) Alice, 134 S. Ct. at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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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충분한 발명적 개념이 계쟁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10) 만일 계쟁 청구항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개념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만족하는 것이어서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청구항이 컴퓨터 장치의 향상된 UI에 대한 것이어서, LG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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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Alice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종래에 정보를 요약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청구항이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전자장치
에서 정보를 요약·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종래의 시스템에 특정한 진보를 가져오는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선례들의 연장선상에서,1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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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 청구항에도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020 특허의 명세서에
작은 화면을 갖는 전자장치를 위한 향상된 UI가 제공됨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13)

2.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
등록된 특허발명은 유효성이 추정되는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무효임을 증명하여야 한다.14)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무효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침해피의자가 최초 증거 제출 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거 제출 이후에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특허권자에게로 전환된다.15) 하지만, 침해피의자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무효임을 입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제출책임이 침해피의자에게 남아있게 됨이 원칙이다. 침해피의자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허권자 측의 증인이 중요한 자백을 하는

10) Alice, 134 S. Ct. at 2357.
11) Visual Memory LLC v. NVIDIA Corp., 867 F.3d 1253, 1262 (Fed. Cir. 2017).
12) 본 사안과 같이 Alice 테스트 1단계만을 거쳐 특허적격성이 인정한 선례로는 Enfish, Thales, Visual Memory, Finjan 판례가
있다.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 (Fed. Cir. 2016); Thales Visionix Inc. v. United States, 850 F.3d
1343 (Fed. Cir. 2017); Visual Memory, 867 F.3d 1253 (Fed. Cir. 2017); Finjan, Inc. v. Blue Coat Systems, Inc., 2018 WL
341882 (Fed. Cir. Jan. 10, 2018). 이 중 Thales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욱, “물리학 공식을 기반으로 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P Insight (2017. 6. 7.),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
navi?boardSeq=9012 참고. 이 중 Visual Memory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욱, “명세서 내용을 기초로 브로드하게 작성
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P Insight (2017. 8. 25.) www.ip-navi.or.kr/board/
viewBoardArticle.navi?boardSeq=9260 참고.
13) 구
 체적으로 ’020 특허의 명세서 1:29-30, 1:45-49에는 종래 UI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2:55-59에는 메인 메뉴에서 바로
특정 기능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3:53-55에는 요약 창(summary window)을 통해 데이터나 기능이 표시
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실질적으로 열지 않고도 관련 데이터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2:35-39, 3:2-3에
는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35 U.S.C. § 282 Presumption of validity; defenses. Microsoft Corp. v. i4i Ltd. P’ship, 564 U.S. 91, 95 (2011).
15) Titan Tire Corp. v. Case New Holland, Inc., 566 F.3d 1372, 1376-77 (Fed.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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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극단적인 경우에는 증거제출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16)
인용 Blanchard는 작은 화면에 다양한 타입의 UI를 배치하기 위한 동적 배열 방법을 개시한다.
LG전자는 인용 Blanchard에 계쟁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성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LG전자의 주요 증거는 Rhyne 박사의 증언이다.

IP Insight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쟁 청구항에 신규성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이 Rhyne 박사의 발언으로 배심
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이외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시
하였다. 오히려 Core Wireless의 반대신문으로 인하여, 배심원은 인용 Blanchard가 계쟁 청구
항의 ‘limited list’ 한정사항을 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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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침해여부
LG전자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 비침해 논리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LG전자는 ‘un-launched
state’에 대한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LG전자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un-launched state’를 ‘실행되지 않은(not running)’으로 해석하면 비침해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지방법원의 청구
항 해석을 지지하였다.18) 청구항 용어, 명세서 기재 내용, 심사과정 모두를 참고할 때, ‘unlaunched state’는 ‘표시되지 않은(not displayed)’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19) 청구항 용어가
‘표시되지 않은’으로 해석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경우와 실행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
하게 되기 때문에 LG전자는 ’476 특허 및 ’020 특허를 침해한 것이 된다.20)
둘째로, LG전자는 침해피의제품 어플리케이션은 ‘reached directly from the main menu’
한정사항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침해피의제품은 메인 메뉴가 아닌 상태 바(status
bar)에 요약 창(summary window)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G
16) 9B Fed. Prac. & Proc. Civ. § 2535 (3d ed.); Grey v. First Nat’l Bank in Dall., 393 F.2d 371, 380 (5th Cir. 1968).
17) 예
 를 들어, Rhyne 박사는 인용 Blanchard의 도 3에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의 5개의 기능 중 3개만이 도시되어 있음을
들어 ‘limited list’ 한정사항이 개시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이 메뉴를 통해 5개의 기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증언이 오락가락하였기 때문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LG전자를 옹호하는 Rhyne 박사의 증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8) ‘un-launched state’에 대한 청구항 해석은 본 사안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온 부분이다. 본 사안은 Moore, O’Malley,
Wallach 판사가 담당하였으며, Wallach 판사는 일부 반대의견으로 ‘un-launched state’는 LG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행되지 않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 예를 들어 ’020 특허 명세서 2:59-3:2에는 이미 실행중인(already running) 어플리케이션을 런치(launch)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런치를 표시(display)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20) 양측의 주장으로부터 LG전자가 스마트폰에 구현한 기술은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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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두 번째 주장도 배척하였다. 판단의 핵심은 침해피의제품의 상태 바가 홈 스크린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21) 양 측 전문가의 증언은 엇갈렸으나, Core Wireless에서 제출한 LG
전자의 사용자 매뉴얼에 상태 바를 홈 스크린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
적인 증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G전자가 Core Wireless의 ’476 특허 및 ’020 특허를 침해

USA

하였다는 배심원 판결을 실질적 증거가 지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Ⅴ. 시사점
본 사안은 NPE인 Core Wireless가 국내 기업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적격성이 의심되는
UI 특허에 기초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건이다.22)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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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Alice 테스트 1단계에서 바로 인정하며 Core Wireless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론적으로 LG전자는 배상금을 물어주고 실시권 협상에 응해야 할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2018년 1월에만 벌써 두 차례 Alice 테스트 1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바로 인정하였다. 악성코드 탐지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Finjan
판결과 대상판결이 그것이다.23) 이들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생존에 가장 큰 장애물인 특허
적격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낙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법원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가장 큰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Alice 테스트의 기준이 구체
적이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lice 테스트 1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significantly more’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주체의
주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미국
특허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단계가 아닌 소송단계에서는 다시

21) LG전자 주장과 같이 상태 바가 홈 스크린의 일부가 아니라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Core Wireless 주장과
같이 상태 바가 홈 스크린의 일부라면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것이다.
22) Core Wireless는 현재 Conversant Wireless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Coversant Wireless가 보유한 2,000여 개의 특허는
Nokia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23) Finjan, Inc. v. Blue Coat Systems, Inc., 2018 WL 341882 (Fed. Cir. Jan.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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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24) ② 법원은 ‘significantly more’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일부 판결에서 특허적격성 판단이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와 같은 다른 특허요건 판단과 뒤섞이는 이유라고 사료된다.
판단 주체인 법관에 따라 실제로 특허적격성 인정비율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필자는 Alice 판결 이후에 있었던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검토하였다.25)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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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특허적격성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모두 38건이다.26) O’Malley 판사의
경우 5건의 판결 중 4건에서 특허적격성을 인정한데 반하여, 가장 많은 판결에 참가한 Reyna
판사의 경우 12건의 판결 중 단 1건에서만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허적격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사도 6명 있었다.27)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4) 법원이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Harrison B. Rose, “Exploring Alice’s Wonderl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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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able Subject Matter”, 2017 U. Ill. J. L. Tech. & Pol’y 275, 293 (2017).
25) 필 자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precedential) 판결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인지가 문제된 판결을 수집·검토하였다.
26) M
 ove, Inc. v. Real Estate Alliance Ltd., No. 2017-1463, 2018 WL 656377 (Fed. Cir. 2018);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Inc., Nos. 2016-2684, 2017-1922, 2018 WL 542672 (Fed. Cir. 2018); Finjan, Inc. v. Blue Coat
Systems, Inc., 2018 WL 341882 (Fed. Cir. 2018); Inventor Holdings, LLC v. Bed Bath & Beyond, Inc., 876 F.3d
1372 (Fed. Cir. 2017); Two-Way Media Ltd. v.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LLC, 874 F.3d 1329 (Fed. Cir.
2017); Smart Systems Innovations, LLC v. Chicago Transit Authority, 873 F.3d 1364 (Fed. Cir. 2017); Secured Mail
Solutions LLC v. Universal Wilde, Inc., 873 F.3d 905 (Fed. Cir. 2017);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868 F.3d 1350 (Fed. Cir. 2017); Visual Memory LLC v. NVIDIA Corporation, 867 F.3d 1253 (Fed. Cir. 2017);
Credit Acceptance Corp. v. Westlake Services, 859 F.3d 1044 (Fed. Cir. 2017); RecogniCorp LLC v. Nintendo Co.,
855 F.3d 1322 (Fed. Cir. 2017); Thales Visionix Inc. v. U.S., 850 F.3d 1343 (Fed. Cir. 2017);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Capital One Financial Corp., 850 F.3d 1332 (Fed. Cir. 2017); Trading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v.
CQG, Inc., 675 Fed.Appx. 1001 (Fed. Cir. 2017); Apple v. Ameranth, 842 F.3d 1229 (Fed. Cir. 2016); Tranxition v.
Lenovo Inc., 664 Fed.Appx. 968 (Fed. Cir. 2016); Amdocs Ltd. v. Openet Telecom, Inc., 841 F.3d 1288 (Fed. Cir.
2016); Synopsys v. Mentor Graphics Corp., 839 F.3d 1138 (Fed. Cir. 2016); FairWarning IP, LLC v. Iatric Systems,
839 F.3d 1089 (Fed. Cir. 2016); Intellectual Ventures I v. Symantec Corp., 838 F.3d 1307 (Fed. Cir. 2016); Affinity
Labs of Texas, LLC v. Amazon.com, 838 F.3d 1266 (Fed. Cir. 2016); Affinity Labs of Texas, LLC v. Directv, LLC,
838 F.3d 1253 (Fed. Cir. 2016);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erica Inc., 837 F.3d 1299 (Fed. Cir. 2016);
Electric Power Group, LLC v. Alstom, 830 F.3d 1350 (Fed. Cir. 2016);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Fed. Cir. 2016); TLI Communications LLC v. AV Automotive LLC, 823 F.3d 607
(Fed. Cir. 2016);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 (Fed. Cir. 2016); In re: Smith, 815 F.3d 816 (Fed.
Cir. 2016); Vehicle Intelligence & Safety LLC v. Mercedes-Benz USA, LLC, 635 Fed.Appx. 914 (Fed. Cir. 2015);
Versata Development Group v. SAP America, Inc., 793 F.3d 1306 (Fed. Cir. 2015); Internet Patents Corp. v. Active
Network, Inc., 790 F.3d 1343 (Fed. Cir. 2015); OIP Technologies, Inc. v. Amazon.com, 788 F.3d 1359 (Fed. Cir.
2015); Content Extraction and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 776 F.3d 1343 (Fed. Cir. 2014);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L.P., 773 F.3d 1245 (Fed. Cir. 2014); Ultramercial, Inc. v. Hulu, LLC, 772 F.3d 709
(Fed. Cir. 2014); buySAFE, Inc. v. Google, Inc., 765 F.3d 1350 (Fed. Cir. 2014); Planet Bingo, LLC v. VKGS LLC,
576 Fed.Appx. 1005 (Fed. Cir. 2014); Digitech Image Tech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758 F.3d 1344
(Fed.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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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특허적격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만일 대상
판결을 특허적격성 인정 비율에서 상위권인 Wallach, O’Malley, Moore 판사가 아닌 하위권인
Reyna, Lourie, Hughes 판사가 판결하였다면 LG전자가 승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특허적격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을
담은 새로운 테스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요성을 더해갈 소프트웨어 분야의 분쟁이
누가 재판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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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각 판사의 특허적격성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판사명
판결 건수
R. Linn
2
K. M. O’Malley
5
P. Newman
5
K. A. Moore
8
E. J. Wallach
11
K. F. Stoll
11
S. J. Plager
3
R. G. Taranto
7
R. T. Chen
8
T. B. Dyk
5
T. M. Hughes
11
J. V. Reyna
12
A. D. Lourie
6
S. Prost
6
H. R. Mayer
5
W. C. Bryson
4
R. C. Clevenger, Ⅲ
2
A. A. Schall
1

적격성 인정건수
2
4
3
3
4
4
1
2
2
1
2
1
0
0
0
0
0
0

적격성 부정건수
0
1
2
5
7
7
2
5
6
4
9
11
6
6
5
4
2
1

인정 비율(%)
100
80
60
38
36
36
33
29
25
20
18
8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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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
- In re Jeff H. VerHoef, 888 F.3d 1362, 126 U.S.P.Q.2d 1561 (Fed. Cir. 2018)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IP Insight

쟁점

청구 발명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만을 제안한 자를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발명자인지 여부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착상은 실시
가능한 발명에 대한 명확하고(definite) 영속적(permanent)인 아이디어여야 하고,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속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specific)이고 확정적
(settled)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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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안에서 Lamb에 의해 창설 ‧ 제안된 「‘8’ 모양의 끈」은 ‘발명가인 VerHoef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의 하나로 당해 발명의 핵심 요소이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당해 발명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안한 Lamb 또한 발명을 완성한 자인
VerHoef와 함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며, 공동발명자 모두가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함에도 출원서에서
Lamb의 이름을 누락하였기에, 35 U.S.C(pre-AIA) §102(f)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유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한다.

미국에 특허 출원시 그 출원서에 발명자(inventorship) 모두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물리적으로 함께 또는 동시에 발명하지 않은 경우, (ii)각각의 공헌 유형 및 정도가 다른
경우, (iii)모든 청구항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공헌한 경우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35 U.S.C §116(a)).

시사점

동시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 타인과 의견을 나누는 경우,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간단한 자문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청구항만에 공헌한 타인도 함께 공동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VerHoef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Lamb과
자신의 발명에 대한 의견을 성급하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연구 과정 중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단독발명자로 인정받아, Lamb과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청구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단독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달리, 여러 명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행사 및 그로 인한 이익 창출 등에 여러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공동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자기 실시를 제외(동법 제99조 제3항)하고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 양도, 통상
실시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동조 제2항 및 제4항)하고 있어, 대학 등과 같이 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해당 특허를 통한 이익 창출 통로가 제한되어 자칫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지분 양도나 통상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동종 내지 유사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에
지분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하여 사용‧수익케 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당해 특허로부터 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공동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동발명자 간 당해 발명을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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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발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
으로 제안한 자를, 발명을 완성한 자와 함께 청구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1)

Ⅱ. 판시사항
(1) 당해 발명에 대한 ‘지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일부 청구항의 핵심 아이
디어를 제안 받아 완성한 경우, 발명 완성자 및 핵심 요소 제공자는 공동발명자가 된다.
(2) 공동발명자 모두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그들 중 1인이 한 특허출원을 거절한 심사관의
결정을,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라 함)이 지지한 것이 타당
하다는 이유로,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2)은 PTAB의 심결을 인용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문제된 ’201 application의 출원인인 Jeff H.
VerHoef(이하 ‘VerHoef’ 라 함)는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수술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뒷발을
끌자 수의사인 Alycia Lamb 박사(이하 ‘Lamb’이라 함)를 찾아갔다. Lamb은 수중 런닝머신을
이용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정기를
1) In re Jeff H. VerHoef, 888 F.3d 1362, 126 U.S.P.Q.2d 1561 (Fed. Cir. 2018).
2) CAFC는 1982년 연방법원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FCIA) of 1982), Pub. L. No. 97-164, 96 Stat. 25
(1982)에 의해 창설되었다.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처분에 소송으로 불복하는 절차(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된다) 또한 CAFC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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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아지의 발목에 무게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VerHoef는
집에서 교정기를 직접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제작을 거듭하던 중 그 교정기를 강아지 발가락에
연결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점을 재활치료 중이던 Lamb에게
알렸다. 이에 Lamb은 그 방법으로 발목과 발가락에 거는 ‘8’ 모양의 끈(a figure eight loop)을
제안하였다. VerHoef는 이러한 Lamb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강아지 발 교정장치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IP Insight

VerHoef는 이 발명에 대하여 처음에는 VerHoef와 Lamb을 공동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을
하였다. 그 출원서에는 강아지의 발가락과 발목에 거는 ‘8’ 모양의 끈이 하나의 독립항에 명시
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VerHoef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는 2011년 12월 VerHoef와 Lamb을 공동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을 포기(abandon)하고, VerHoef를 단독발명자로 하여 ’201 application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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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같은 날 Lamb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을 단독발명자로 한 특허를 출원하였다.4)
두 출원서 모두 이전에 VerHoef와 Lamb 두 사람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제출했던 출원서와
동일한 독립항을 열거하고 있었다.5)
그림1. A Dog Mobility Device (‘201 application)

이 출원에 대해 심사관은 VerHoef가 당해 발명에 대한 단독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6)하여,
구특허법(pre-AIA) 제102(f)조를 근거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VerHoef는 PTAB에 거절
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PTAB 또한 VerHoef와 Lamb이 당해 발명의 공동발명자임에
동의하며,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근거로 PTAB는 ‘8’ 모양의 발가락 끈은 당해
3) VerHoef Aff. pp.40–43; J.A. 128.
4) Id. p.44; J.A. 128.
5) J.A. 32; J.A. 101; J.A. 53.
6) J.A.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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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중요 청구항 요소(element)로,7) ‘8’ 모양의 발가락 끈이 제안되기 전에는 아직 착상
(conception)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8) 뿐만 아니라 VerHoef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지적 통제(intellectual domination)’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VerHoef는 결국 PTAB의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여, CAFC9)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USA

결론적으로 CAFC는 PTAB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즉 VerHoef와 Lamb이 당해 발명의 공동
발명자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원(’201 application)은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라 함) 개정 발효일10)인 2013년 3월 16일 전에 제출되었기에, 구특허법(pre-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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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f)조가 적용된다.
구특허법(pre-AIA) 제102(f)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효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자와 발명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다.11) 여기서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초석(touchstone)이 되는 착상을 하여야 한다.12) 착상은 실시 가능한 발명에 대한 명확하고
(definite) 영속적(permanent)인 아이디어일 것을 요한다.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속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specific)이고 확정적(settled)
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13)
VerHoef가 항소이유서에서 명확히 하였듯, ‘8’ 모양의 끈은 ‘발명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14)의 하나로 당해 발명의 핵심 요소이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Lamb에 의해 창설 ‧ 제안된 것으로,15) 이 부분에 대해 둘 간에 다툼이 없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균등할 필요는 없기에, Lamb은 VerHoef와 함께 공동

7) Ex parte VerHoef, No. 2015-005270, 2017 WL 745052(P.T.A.B. Feb. 23, 2017), at *4.
8) Id. at 6.
9) CAFC는 본 사안에 대해 28 U.S.C. §1295(a)(4)(A)에 따라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진다.
10) AIA SEC. 35.; USTPTO, “American Invents Act: Effective Dates”, 2011. 12. 16.
11)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9-50 (Fed. Cir. 1998).; Perseptive Biosystems, Inc. v. Pharmacia Biotech, Inc., 225
F.3d 1315, 1321 (Fed. Cir. 2000).
12)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iting Sewall v. Walters, 21 F.3d
415 (Fed. Cir. 1994)).
13)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14) Id.
15) Appellant B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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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착상한 것에 해당되어 공동발명자가 된다16)고 판시하였다.
사실 VerHoef는 PTAB의 1965년 결정인 Morse v. Porter(이하 ‘Porter 사건’이라 함)17)를
들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제안(suggestion)이나 자료(material)를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고, 자신이 발명의 청구항 모두를 착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명 과정을 지배하는
‘지적 통제(intellectual domination)’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단독발명자로 인정되어야

IP Insight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VerHoef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orter 사건에 비추어보더라도
VerHoef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Porter 사건에서 문제된 발명에 대한
당사자들의 여러 증거들과 달리,18) 이 사건의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인 VerHoef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당해 발명의 핵심 요소인 ‘8’ 모양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는 VerHoe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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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Lamb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Porter 사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 통제’ 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데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쉬워, 그 표현을 인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not necessarily endorse), 「‘8’ 모양의
끈」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VerHoef가 아닌 Lamb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VerHoef는 강아지를 치료하는 기간에 수의사인 Lamb이 ‘8’ 모양의 끈에 대한 아이디
어를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VerHoef에게 준 것19)에 대해, “Lamb의 가공되지 않은 아이디어
(naked idea)가 해방되었다(emancipated)”20)고 주장하였으나, CAFC는 VerHoef 자신도 시인
하듯 그가 주장하는 ‘해방(emancipation)’ 이론을 채택한 선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데다,
VerHoef가 Lamb이 무료로 제공한 당해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런 VerHoef를 단독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임을 들어, Lamb이 ’201 application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더불어 출원서에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명확하고, 출원자가 그에 대한 보정서
(request)를 제출하지 않은 매우 드문 경우(rare situation), 심사관은 그 출원을 구특허법
16) Lamb과 VerHoef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한 바 있는 특허변호사도 이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17) Morse v. Porter, 155 U.S.P.Q. 280, 1965 WL 6982 (B.P.A.I. 1965), at *4.
18) 이 사건에서의 청구 발명은 특이한 스티칭 패턴이 들어간 위생 냅킨이었다(Id. at *1). PTAB는 Porter, Auville 그리고
Winch(이하 ‘Winch’라 함)로 구성된 그룹과 Morse 중 누가 그 스티칭 패턴에 대해 착상하였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Id. at *4), Morse가 혼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Winch는 그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Morse를 발명자로 추정(putative inventors)하였다(Id. at *4).
19) Appellant Br. 21; VerHoef Aff. p.8; J.A. 123.
20) Appellant B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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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제101(f)조를 근거로 거절하여야 한다21)고 규정한 특허심사실무지침서(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이하 MPEP’라 함) 제706.03(a)조를 들어, 본 사건은 그 드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201 application과 VerHoef의 선서진술서는 VerHoef가 당해
발명의 단독 발명자가 아니며, Lamb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CAFC는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102(f)조를 근거로 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지지한 PTAB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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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기술이 융합‧고도화되고 발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발명 시 법률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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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발명하지 않은 자는 유효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특허법(pre-AIA) 제102(f)조22)가 2011년 12월 AIA 제정23)으로 삭제된 이후에도,
미국에 특허 출원 시 그 출원서에 발명자(inventorship) 모두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
하는 것24)이 매우 중요함은 여전히 유효하다.25)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배타
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26), 특허법 제101조27), 제115조28),
21) Leviton Mfg. Co. v. Universal Sec. Instruments, Inc., 606 F.3d 1353, 1360 (Fed. Cir. 2010).
22) 35 U.S.C. 102 (pre-AIA)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and loss of right to paten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
(f)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or
23) AIA 제정 당시,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에 대한 정의규정(AIA SEC. 3.) 또한 추가되었다. 특허법 제100(f)조에 따르면,
‘발명자’라 함은 발명의 대상(subject matter)을 발명(invent) 또는 발견(discover)한 개인을 말하며, 공동발명인 경우 그
개인들 전체를 의미한다. 동법 제100(g)조는 ‘공동발명자’란 공동으로 발명 또는 발견한 자들 중 1인임을 규정하고 있다.
24) City of Milwaukee v. Activated Sludge, 69 F.2d 577, 587 (7th Cir. 1934)(“여러명이 공동으로 발명을 행한 경우, 그들 중
1명의 이름으로는 유효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25) M
 ueller Brass Co. v. Reading Indus., Inc., 352 F. Supp. 1357, 1372 (E.D. Pa. 1972) 에서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특허법에서의 모호한 개념 중 하나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Sewall v.
Walters, 21 F.3d 411, 415 (Fed. Cir. 1994)에서는 “‘발명자를 확정하는 일’은 단지 누가 발명의 대상(subject matter)에
기여했는지, 그 대상이 청구항에 인용되었는지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려운(quite difficult) 일’이든 ‘간단한(nothing more than) 일’이든, 발명자를 올바르게 확정하여야 유효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In re Jeff H. VerHoef, 888 F.3d 1362, 126 U.S.P.Q.2d 1561 (Fed. Cir. 2018)).
26)U.S. Const., Art. I, §8, cl. 8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he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의회는 발명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Michael A. Glenn & Peter J. Nagle, “Article I and The First Inventor To File: Patent
Reform or Doublespeak?”, IDEA, Vol. 50, No. 3. 2010. p.441)
27) 35 U.S.C. § 101(allowing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o obtain a patent).
28) 특허 출원된 모든 청구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 관한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인 각 개인은 해당 출원에 관하여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2012. 12. 16. 이후 출원된 특허 출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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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P 제2157조29)에 따라 여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30) CAFC는 발명자인지
여부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물리적으로 함께 또는 동시에 발명하지 않은 경우, (ii)각각의 공헌 유형 및 정도가 다른
경우, (iii)모든 청구항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31),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공헌
한 경우32)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특허법 제116(a)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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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나, 특허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서 진정한 발명자가 대부분 드러나기에, 상사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발명자에 포함시켜 기재하려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34) 이 사건에서도 발명자 기재를
소홀히 여긴 탓에 처음부터 무효인 특허를 출원하느라 VerHoef와 Lamb 모두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낭비하였다.35) 특히나 이 사안은 공동발명자로 출원하였다가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청구 발명을 각각 단독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함으로써 발명자 기재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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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심사관에게 보다 쉽게 드러난 경우로, 항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구 발명에 대한 특허
거절 결정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출원시 발명자 기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 타인과 의견을 나누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36) 이 사건에서 VerHoef도 주장한 바 있듯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간단한 자문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발명의 착상에
35 U.S.C. 115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a) NAMING THE INVENTOR;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An application for patent that is filed under
section 111(a) or commences the national stage under section 371 shall include, or be amended to include, the
name of the inventor for any invention claimed in the applic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ach
individual who i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execute an
oath or decla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29) 2157 Improper Naming of Inventors [R-07.2015]
Although the AIA eliminated pre-AIA 35 U.S.C. 102(f), the patent laws still require the naming of the actual inventor
or joint inventors of the claimed subject matter.
30)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The Federal Circuit Bar Journal
Vol. 21, No. 3. 2012. p.451.
3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청구항(all claims)의 착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all claims rule’이 1984년 특허법
개정으로 수정되어, 현행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청구항 일부에 기여한 자도 당해 출원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차호‧이문옥,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관련 권리의 연구”, 「지식재산21」, 2005. 1., 61-62면).
32)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63, 45 USPQ2D 1545, 1548-1551(Fed. Cir. 1998).
33) 35 U.S.C. 116 Inventors.
(a) JOINT INVENTIONS.—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4) 이기석, “동업자 겸 공동발명자”, 2018. 5. 8.
35) Jason R. Sytsma, “Failure of Joint Inventors to Agree Leaves Both in the Dog House”, 2018. 5. 16.
3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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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청구항만에 공헌한 타인도 함께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VerHoef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Lamb과 자신의 발명에 대한
의견을 성급하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연구 과정 중 직면한 문제의 해결
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VerHoef는 단독발명자로 인정되어, Lamb과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청구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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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단독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달리, 여러 명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행사 및 그로 인한 이익 창출 등에 여러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공동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자기 실시37)를 제외(동법 제99조 제3항)하고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동조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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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하고 있어, 대학 등과 같이 실시 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는 해당 특허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자칫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38)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39) 자유롭게 지분 양도나 통상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동종 내지 유사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에 지분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하여 사용 ‧ 수익케 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당해 특허로부터 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40) 그 밖에 공동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공동발명자간 당해 발명을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41)

37) 실
 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의무는 없다. 한편, 프랑스는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 613-29 a). 독일 또한 수익 분배에 관해
공유자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743조 제2항). 조영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 「법조」, Vol. 654,
2011. 3., 57-59면.; 특허청,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설명자료”, 2015. 3., 26면).
38) 오성환, “공동소유한 특허, 자칫하면 무용지물이라고?”, 2018. 5. 8.
39)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실시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의무도 없다.
4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2015. 3., 68면.
41) Jason R. Sytsma, “Failure of Joint Inventors to Agree Leaves Both in the Dog House”,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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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식당 상호라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다면
상표법의 효력범위 안에 있다는 제5연방항소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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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만화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식당 상호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침해 혐의자의 상표와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판결요지

가상의 이름이나 상호라 하더라도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계쟁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미국 연방상표법에서 보호하는 미등록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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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Viacom International, Inc.

항소인

IJR Capital Investments, LLC

피고

IJR Capital Investments, LLC

피항소인

Viacom International, Inc.

당사자

법원

텍사스 연방남부지방법원 휴스턴 지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D. Texas, Houston Division.)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사건번호

16-257

17-20334

판결일자

2017. 03. 17.

2018. 05. 22.

판결결과

원고일부 승소

항소인 패소

관련 지재권

“The Krusty Krab” (U.S. No. 86470477)

참조법령

15 U.S.C. §1125(a)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만화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식당 상호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침해 혐의자의 상표와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들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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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Viacom International, Inc.(이하 Viacom)는 TV 애니메이션 “SpongeBob SquarePants”를
1999년도에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폰지밥이라는 노랗고 네모난 해면동물이 살아가는
바닷 속 이야기이며,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The Krusty Krab 식당에서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일하며 벌어지는 일 등을 에피소드로 사용하고 있다. “SpongeBob SquarePants”는 가장 많이

USA

시청한 TV 프로그램에 15년 연속으로 선정된 인기방송이고 시청자들은 대부분이 어린이들
이지만 30% 정도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The Krusty Krab은 주인공 스펀지밥이 일을 하는
곳으로 프로그램의 주된 배경이 되는 바, 203개의 에피소드 중 166개에서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SpongeBob SquarePants”는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The Krusty Krab도 그 배경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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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JR Capital Investments, LLC(이하 IJR)의 오너인 Javier Ramos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해산물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상호를 고민하던 중 해산물을 익힌 후 바삭하고 윤기
있게 소스를 바르는 메뉴를 보고 지인이 “Crusted Crab”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The Krusty
Krab”으로 상호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Ramos는 상호 사용 전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레스토랑 중에는 “The Krusty Krab”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2014년 12월
3일, IJR은 “The Krusty Krab”에 대하여 음식점을 지정상품으로 서비스표 출원하였고, 다음해
6월에 등록 받았다.
2015년 11월, Viacom은 IJR에게 상표침해를 주장하며 상표출원을 철회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2016년 1월, Viacom은 상표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남부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의 판결
지방법원은 Viacom이 “The Krusty Krab”을 상표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pongeBob
SquarePants” 프로그램에서 “The Krusty Krab”은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요소이고 광범위한
홍보와 소비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통법 상의 권리로 유효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법원은
프로그램에서의 “The Krusty Krab”은 허구의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통법 상으로 인정한 사례를 들어 기각하였다.
지방법원은 Viacom이 “The Krusty Krab”을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출연시켰고 광범위한
홍보를 하였으며 소비재에 사용된 경우 등 수많은 식별력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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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 당사자들의 상표가 음식점에 사용된 점과 Viacom이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표침해 주장을 인용하였다.

2.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 Viacom이 “The Krispy Krab” 상표가 법적 보호범위 안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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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과, 피고 IRJ의 상표사용으로 인하여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 “The Krispy Krab” 상표의 보호범위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은 계쟁 상표가 법적 보호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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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1) Viacom이 “The Krusty Krab” 표장을 등록받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판례2)에 따라 “요건을 갖춘 미등록 상표도 보호(protects qualifying
unregistered marks)” 하게 된다. 따라서 Viacom이 “The Krusty Krab”가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표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상표법의 목적이 “경쟁자
들이 ‘출처를 식별하는 표장(source-identifying mark)’을 카피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Viacom이 “The Krusty Krab”을 통해 출처표시를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SpongeBob SquarePants”라는 애니메이션의 성공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유명 애니메이션이라고 반드시 계쟁상표를 출처 식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애니메이션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상표로 하려면 애니메이션 자체의
전체적인 성공이나 인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성요소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Superman” 사건을 예로 들며 배경이 된 “Daily
Planet”의 경우 몇 해에 걸쳐 프로그램에 녹아든 주인공의 일터이기 때문에 보통법상의 상표로
인정한 바 있다고 하였다.3) 이와 같이 “SpongeBob SquarePants”에서 “The Krispy Krab”은
전체 에피소드의 80% 이상에서 배경이 되며 영화나 뮤지컬, 비디오게임과 각종 장난감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Viacom이 “The Krusty Krab”에 대하여 광범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항소법원은 눈여겨보았다. “The Krusty Krab”은 스폰지밥 스티커, 레고블럭, 티셔츠 등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상품들에서 “The Krusty Krab”은 독보적이었으며 상품의 출처를 식별
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Viacom이 수백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도 Viacom에게
1) Elvis Presley Enters., Inc. v. Capece, 141 F.3d 188, 194면 (5th Cir. 1998).
2)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 768 (1992)
3) DC Comics, Inc. v. Powers, 465 F. Supp. 843, 847면 (S.D.N.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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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가 된다고 연방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SpongeBob SquarePants”라는 상표가 “The Krusty Krab”과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출처식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KELLOGG’ 사건4)을 예로 들며,
시리얼 브랜드 상표인 ‘KELLOGG’가 제품에 항상 표기되지만 “Pop-Tarts”라는 표장이
‘KELLOGG’와 분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므로 상표로 인정한 바 있다고 하였다. “The

USA

Krusty Krab”도 이와 같이 “SpongeBob SquarePants”로 인하여 출처식별 기능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계쟁상표를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사이즈로
상품에 부착한 것이 Viacom의 상표권 행사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The
Krusty Krab”은 디자인 표장이 아니라 단어표장이기 때문에 Viacom이 출처표시 기능으로
계쟁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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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SpongeBob SquarePants”에서 “The Krusty Krab”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핵심적이고, Viacom이 계쟁 상표를 꾸준하게 라이선스 제품들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 출처의 식별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2) “The Krispy Krab” 상표의 식별력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표장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본질적으로 식별력은 없지만
2차적 의미를 갖게 되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차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1) 표장을 사용한 기간과 방법, (2) 매출규모, (3) 홍보방법 및 홍보비의 규모,
(4) 신문이나 잡지에서 표장이 사용된 방법, (5)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6) 실제 소비자들의
증언, (7) 피고의 고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5)
첫 번째로 표장의 사용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Viacom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Krusty Krab”은 18년 동안 전체 에피소드 중 80% 이상에서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주인공인
SpongeBob의 중심 무대였다. 18년 동안 거듭되게 등장한 “The Krusty Krab”에 대하여 항소
법원은 표장 사용 기간 및 방법에 어떠한 다툼의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매출규모에 대하여 Viacom은 “The Krusty Krab” 표장이 들어가 있는 상품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 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이 또한 Viacom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였다.

4) Kellogg Co. v. Gen. Foods Corp., 166 U.S.P.Q. 282-83면 (T.T.A.B. 1970).
5) Test Masters Educ. Servs., Inc. v. Robin Singh Educ. Servs., Inc., 799 F.3d 445면 (5th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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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홍보방법 및 홍보비의 규모에 관하여 항소법원은 어느 정도를 홍보노력을 기울였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해당 표장의 의미가 달라졌느냐를 검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 Viacom은 “The Krusty Krab” 라이선스 상품 홍보비 및 “SpongeBob
SquarePants” 영화 홍보비용 등으로 수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광고홍보가 소비자들
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제품과 영화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해당 광고홍보가 “The
Krusty Krab”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광고 속 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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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중은 단순히 무대 배경 이상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네 번째로 미디어에서 표장을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SpongeBob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과 연결된 “SpongeBob SquarePants” 소셜 미디어에서 계쟁 상표가 자주 등장한다는
Viacom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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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소비자 조사와 여섯 번째 소비자 직접 증언은 Viacom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마지
막으로 피고의 고의여부에 대하여 “The Krusty Krab”이 단순히 만화 속 음식점이라는 IJR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The Krusty Krab”이 “SpongeBob SquarePants”에서 중심이 되는 장소이고
지난 18년 동안 각종 광고와 프로모션에서 묘사된 점을 고려할 때 Viacom이라는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The Krusty Krab”은 2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항소법
원은 판시하였다.

3) “The Krispy Krab” 상표의 혼동가능성
항소법원은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계쟁상표의 종류(the type of mark
allegedly infringed), (2) 양 당사자들의 상표 간 유사성(the similarity of the two marks), (3) 양
당사자들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the similar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that the marks identify), (4) 판매처와 구매자들의 유사성(the identity of retail
outlets and purchasers), (5) 양 당사자들의 광고매체의 유사성(the identity of the
advertising media used), (6) 피고가 소비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the
defendant's intent), (7) 실제 혼동의 증거(actual confusion)를 검토하였다.7)
첫 번째로 항소법원은 식별력이 확실한 표장일수록 강한상표(strong mark)라고 하였다.8)
강한 상표는 후사용자의 상표사용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강한
6) Zatarains, Inc. v. Oak Grove Smokehouse, Inc., 698 F.2d 786, 795면 (5th Cir. 1983).
7) Scott Fetzer Co. v. House of Vacuums Inc., 381 F.3d 484-85면 (5th Cir. 2004).
8) Streamline Prod. Sys., Inc. v. Streamline Mfg., Inc., 851 F.3d 440, 454면 (5th Ci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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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9) 항소법원은 “The Krusty Krab”이 강한상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상표는 2차적 의미를 가지므로 식별력이 있어 강한 상표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양 당사자들의 상표 간 유사성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해당 상표의 외관, 소리 및
의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10) Viacom과 IJR은 “The Krusty Krab”이라는 단어표장을
사용하는데 스펠링과 발음은 동일하고 심지어 “C” 대신 “K”를 사용한 것도 동일하다고 항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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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설명하였다. 두 상표의 로고는 다를 수 있으나 단어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고,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양 당사자들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유사할수록 혼동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하였다.11) Viacom은 가상의
햄버거 가게를 “The Krispy Krab”이라고 하였고, IJR은 해산물 레스토랑에 상호로 사용하였다.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IJR의 사업계획서에 SpongeBob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햄버거가 메뉴에 있지도 않았다.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SpongeBob의 유명세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Viacom 역시 실제로 “The Krispy Krab”이라는 햄버거 가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판매처와 구매자들의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Viacom은 주로 어린이들
이나 젊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는 반면
IJR은 직접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처나 구매자들이 비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SpongeBob 만화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IJR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네 번째 요소에 대하여는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다섯 번째 요소인 광고 방법의 유사성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IJR이 광고홍보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이 없어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로 피고에게 소비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IJR이
Viacom의 “The Krusty Krab”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지는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어 이를 약식판결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혼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The Krispy Krab”이 Viacom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연관되거나 또는 스폰서 관계에
9) Elvis Presley, 141 F.3d 201면.
10) Streamline, 851 F.3d 454면.
11) Id., 454-55면.

119

있을 거라고 답하였고, 35%는 Viacom과 연관과계가 있을 거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소
에서는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대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Viacom 상표가 강한 상표이고,
양 당사자들의 상표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발음과 스펠링이 동일한 점, 양 당사자들이 해당
상표를 레스토랑에 사용한 점 및 실제 혼동의 증거를 인정하여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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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 연방상표법은 미등록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누구라도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 혹은 상품의
용기에 어떠한 단어, 문장, 이름, 상징, 혹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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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 혼동, 오인, 기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미등록 상표를 연방상표법 상으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상표가 법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즉,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들은
상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13) 첫째, 상표사용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며
둘째, 상표가 부착된 모든 상품은 익명의 단일한 출처를 가지고 있거나, 단일한 출처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셋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며 넷째, 상품의 광고와 판매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상표의 기능은 출처표시 기능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표의 주된
목적이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4)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만화영화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식당이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여 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항소법원은 애니메이션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상표로 하려면 애니메이션 자체의 전체적인 성공이나 인지도를 보는 것이
12) 15 U.S.C. §1125(a) Civil action
(1)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
(A)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as to the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of such person with another person, or as to the origin, sponsorship, or approval of his or her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by another person, or
(B)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geographic origin
of his or her or another person’s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or she is or is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act.
13) S
 pringfield Fire & Marine Ins. Co. v. Founders’ Fire & Marine Ins. Co., 115 F. Supp.787,99 U.S.P.Q. 38(D. Cal. 1953).
14) Hanover Star Milling Co. v. Metcalf, 240 U.S. 403, 4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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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특정한 구성요소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18년
동안 방영된 만화영화에서 단순히 몇 개의 에피소드에 등장한 배경이라면 “The Krispy
Krab”은 “SpongeBob SquarePant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인공의 직장이며 전체 에피소드의 80% 이상에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The
Krispy Krab” 식당이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만화영화의 제목이 아닌 배경이라 하더라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항소법원은 “The Krispy Krab”이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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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였는지 여부를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통한 매출로 확인하였다. “The Krusty Krab”은
스폰지밥 스티커, 레고블럭, 티셔츠 등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상품들에서 “The Krusty
Krab”은 독보적이었고, Viacom이 수백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도 Viacom에게 상표의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가 된다고 연방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The
Krusty Krab”이 “SpongeBob SquarePants”와 병행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은 “SpongeBob SquarePants”이지 “The Krusty Krab”이 아니라는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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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표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란 수요자에게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능으로 출처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은 부착된 상표를 통하여 그 상품이 누구로부터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계쟁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 법원에서 계쟁상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만화 속 가상의 식당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The Krispy Krab”이라는 식당을 방문할 때 스폰지밥에 배경이
되는 식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The Krispy Krab”이라는 식당을 직접 Viacom에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가상의 이름이나 상호라 하더라도 미국 연방상표법
상의 미등록 상표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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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의 항변으로 "Dropbox" 상표의 침해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IP Insight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법적쟁점

해태의 항변으로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제9연방항소법원은 해태의 항변을 인용하여 상표침해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판결요지

산발적인 접촉만이 있었을 뿐 실제 어떠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면 합의를 위한 적극인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당사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난 이후 최후 승자를 상대하겠다는 식으로 소 제기를 지연하는 행위는
해태에 해당될 수 있다.
1 심 (지방법원)

심급

2 심 (항소법원)

원고

Dropbox, Inc.

항소인

Thru Inc.

피고

Thru Inc.

피항소인

Dropbox, Inc.

당사자

법원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사건번호

15-cv-01741

17-15078, 17-15526

판결일자

2016. 11. 15.

2018. 04. 25.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인 패소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Dropbox”
15 U.S.C. §1069, §1117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해태의 항변으로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태의 항변을 인용하여 상표침해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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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Dropbox Inc.(이하 Dropbox)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전자파일을 저장, 접근 및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Dropbox는 2008년 제품을 런칭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였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졌다. 2009년 말, Dropbox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DROPBOX”로 상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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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였고, 2014년 2월에 등록받을 수 있었다. Thru Inc.(이하 Thru)는 2002년도에 설립된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File
Transaction Hub(이하 FTH)”로 파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 Thru는 고객들이
제3자로부터 전자파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러한 기능을“DropBox”라고
불렀다. Thru는 자사의 직원들에게 이메일 서명란에 해당 단어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고객들과
일반 대중에게 나가는 문서에는 “TM” 심벌을 “Dropbox” 오른쪽 위에 넣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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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는 2011년 12월 8일 처음으로 Dropbox측 변호사에게 “Dropbox” 상표 사용에 대한 선
사용을 주장하였다. 2014년 2월 4일, Dropbox는 “Dropbox”를 상표등록 받았고, Thru는 등록
취소를 USPTO에 청구하였으나 2015년 4월 17일에 Dropbox가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Thru는 Dropbox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상표침해
및 상표등록 취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상표사용>

<Dropbox의 상표사용>

<Thru의 상표사용>

Ⅳ.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의 판결
지방법원은 Thru의 상표침해 주장에 대하여 Dropbox의 해태의 항변을 인용하였고
Dropbox를 선사용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로 보고
17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50만 달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태의 항변을 하는 Dropbox는 (1) Thru의 소 제기 지연이 불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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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2) 이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

(1) 소 제기 지연의 합리성 여부
Thru가 합리적인 이유로 소 제기를 지연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Thru가 빠르면

IP Insight

2009년 6월부터 Dropbox의 잠재적 상표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까지
어떠한 조치도 시작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Thru는 2011년 중반이
되어서야 Dropbox의 존재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년 6월 15일에 Thru의 CTO가
Dropbox에 대한 정보를 사내 경영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Thru는
“Dropbox의 상표 사용이 Thru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과는 비경쟁적 또는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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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Thru는 고객 중 일부를 Dropbox측으로 빼앗겼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
하였다. 또한 이미 2009년 6월에 Dropbox의 고객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였고 주요 미디어에서
제품사용법 등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권리행사를 지연한 경우 해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였다. Dropbox에 대한 인지시점을 2009년으로 본 지방법원의 판결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2009년부터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해태의 항변이 가능하므로 2013년 6월까지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던 Thru에 대하여
Dropbox는 해태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ru는 2011년 12월 Dropbox측에 서면요구서(demand letter)2)를 보내는 등 상표권 협상을 적극
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 제기 지연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Thru가 6년에 걸쳐 이따금 산발적으로 Dropbox측에 접촉하였고 실제 어떠한 제안을 한 적도
없어 합의를 위한 적극인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Thru는 Dropbox의
상표출원에 Officeward, YouSendIt과 Box.net 등의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중 어떤
업체에게 “DROPBOX”에 대한 선사용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간의 분쟁을
USPTO가 최종결정한 후 최종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Thru가 당시 USPTO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
였고 이러한 지연이야 말로 해태의 항변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지방
법원은 Thru가 자신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당사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난 이후 최후 승자를 상대하겠다는 식으로 단순히 “권리 위에 잠잘 수 없다
(cannot sleep on [its] rights)”고 하였다.3) 지방법원은 Thru의 이러한 접근은 절차에 맞게
1) 15 U.S.C. §1069 In all inter partes proceedings equitable principles of laches, estoppel, and acquiescence, where
applicable may be considered and applied.
2) 서면요구서란 상대가 잘못한 과실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손실이 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3) Jarrow Formulas, Inc. v. Nutrition Now, Inc., 304 F.3d 835 (9th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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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며 권리를 행사한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항소법원은 이러한 지연이야말로 법원에서 지양하는 Dropbox가 상표권을 방어하려는 노력과
다른 경쟁사들의 이의제기 노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하였다.4)

(2) 소 제기 지연으로 인한 Dropbox의 피해 발생여부

USA

Dropbox는 Thru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지난 6년 간 “DROPBOX” 상표를 사용하여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키워왔다며 이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증거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당 서비스를 개발 하고, 파일공유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자료였고 항소
법원은 상당한 투자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Dropbox는 자사의 IPO(신규상장) 이후까지 기다리며 합의금을 높이려는 Thru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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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해당 증거에서 Thru는 2012년 2월부터 해당 소송을 준비하였고,
Thru의 CEO인 Harrison이 투자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ropbox” 상표의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Dropbox측 변호인과 Thru측 변호인이 진행 중이고 Dropbox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lottery ticket(복권)”과도 같다고 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 Harrison이 보낸 이메
일에서는 “IPO 발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날 소송을 제기하고 최대한 시끄럽게 이슈화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문서들이 Thru가 의도적으로
소 제기를 지연한 것을 입증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원의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하였다.
Dropbox는 Thru가 해태로 인하여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없고, Officeware보다 선사용자
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소송 제기를 지연 시켰기 때문에 이는 연방
상표법 상의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상
표법에서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 법원은 승소한 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5) 고
하는 바, 이 사건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고 변호사비용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Dropbox가 제3자인 Officeware로부터 상표권을 양도 받았고,
Officeware는 2004년 1월부터 “Dropbox”를 사용하였으므로 2004년 3월부터 “Dropbox”를
사용한 Thru에 우선하여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Officeware는 “Dropbox”에 대한 상표권 및
모든 권한을 2013년 4월 Dropbox측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Dropbox는 Thru에 우선하여
“Dropbox”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4) Evergreen Safety Council v. RSA Network Inc., 697 F.3d 1221, 1227 (9th Cir. 2012).
5) 15 U.S.C. §1117(a)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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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해태의 항변이란 후사용자의 상표 사용을 선사용자가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후사용자가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6) 이는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권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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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7)
해태의 항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후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해태의 추정을 반박하는 당사자는 그런 지연을 합리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
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Thru에 대하여 Dropbox는 Thru가 상표침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소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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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소 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Thru는 Dropbox의 상표출원에 Officeward,
YouSendIt과 Box.net 등의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중 어떤 업체에게 “DROPBOX”에
대한 선사용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간의 분쟁을 USPTO이 최종결정한 후 최종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법원은 Thru가 당시 USPTO에 이의
제기 하지 않을만한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연이야 말로 해태의 항변을 마련하여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Thru는 Officeware와 Dropbox가 합의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Dropbox에게 IPO라는 큰 이슈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Dropbox로 하여금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감시할 능동적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평균적인 지성의 일반인이
라면 조사를 통하여 그런 침해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처럼 소송전략으로서 더 많은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의 제기를 지연시킨다면 이 또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또한 침해피의자의 경우에도 상표법상으로는 해태의 항변이
가능하므로 비합리적인 소제기의 지연이 있는 경우 침해방어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이다.

6) 미국 상표법·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특허청(2006), 90면.
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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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적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범위에 해당
된다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Leapers, Inc. v. SMTS,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품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적이라고 하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판결요지

항소법원은 제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경쟁사는 그 디자인 기능성의 이점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경쟁사가 기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찾고 있다는 거 자체가 비기능성을 반증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쟁 제품에 기능성을 더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직접적인 경쟁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고가 자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시도 했다는 점도 비기능성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심 (원 심)

심급

2 심 (항 소 심)

원고

Leapers, Inc.

항소인

Leapers, Inc.

피고

SMTS, LLC
Sun Optics USA

피항소인

Sun Optics USA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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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 디자인의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을 인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USA

법적쟁점

법원

미시건 동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at Detroit)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6th
Circuit)

사건번호

14-cv-12290

17-1007

판결일자

2016. 03. 25.

2018. 01. 10.

판결결과

청구기각

항소인용

관련 지재권

라이플 스코프 트레이드 드레스

참조법령

15 U.S.C. §§§ 1114, 1127, 1125

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계쟁 디자인이 비기능적(non-functionality)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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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품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적이라고 하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IP Insight

Leapers, Inc.(이하 Leapers)는 라이플총의 망원조준경(이하 라이플 스코프)을 제조하는
회사로 “널링(knurling)”패턴1)을 사용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립감이 편하고 정교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eapers는 자사만의 독특한 널링 패턴이 순전히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식적(ornamental)”인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주장
하였다. Leapers는 특정 널링 패턴을 사용한 라이플 스코프를 2002년부터 제조하였고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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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였다. 2011년 Leapers는 중국 공장과의 계약을 종료하였고
해당 공장은 “Leapers 제품에 대한 모든 기술규격서와 제품 디자인 관련 서류들 및 제품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사용을 중단” 하는데 동의하였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매니저였던 Chuanwen Shi는 Trarms,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6월 10일, Leapers는 자사의 라이플 스코프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며
제조사인 Trarms, Inc. 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SMTS, LLC와 Sun Optics US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Leapers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에 대하여 기능적인지
여부와 2차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약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계쟁제품의 비교>

1) 두산백과에 따르면 공구나 계기류 등에서 손가락으로 잡는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로 또는 경사지게 톱니 모양을
붙이는 공작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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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원의 판결
1. 미시건 동부지방법원의 판시사항
미시건 동부지방법원은 Leapers의 제품이 “비기능성”라는 트레이드 드레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침해주장 기각에 대한 약식재판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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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시사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였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2)에 따르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전체의
외관과 이미지를 가리키며 제품의 장식 또는 특징을 구별하여 제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설명
하였다.3) 15 U.S.C. §1125(a)4)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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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단어, 문자, 심벌, 장치 또는 그것들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허위표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거나 또는 상업적 광고행위에서 타인의 영업과의 관계 또는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 U.S.C. §1125(a)(3)5)에
의하여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가 비기능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Leapers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디자인의 (1) 부드럽고 둥근 모서리가 있는
"가리비 물결모양"; (2) 직선, 평행, 끊어지지 않은 선; (3) 조정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라이플
2)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s., 529 U.S. 205, 210 (2000); Groeneveld Transp. Efficiency, Inc. v. Lubecore
Int’l., Inc., 730 F.3d 494, 503 (6th Cir. 2013).
3) “ Trade dress” refers to the image and overall appearance of a product. It embodies that arrangement o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r decorations connected with a product, whether by packaging or otherwise, that makes the source of the
product distinguishable from another and promotes its sales. Trade dress involves the total image of a product and may
include features such as size, shape, color, or color combinations, texture, graphics, or even particular sales techniques.
4) 15 U.S.C. §1125 (a) Civil action
(1)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
(A)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as to the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of such person with another person, or as to the origin, sponsorship, or approval of his or her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by another person, or
(B)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geographic origin of
his or her or another person’s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or she is or is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act.
5) 15 U.S.C. §1125(a)(3) In a civil action for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this chapter for trade dress not registered on
the principal register, the person who asserts trade dress protection ha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matter sought
to be protected is not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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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모든 관련 지점에서의 가리비 물결 모양의 일관된 사용 및 (4) 가리비 물결 모양 위아래의
광폭이라는 네 가지 요소들이 제품의 특성 또는 장식에 해당되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디자인이 (1) 기능적이지 않고, (2) 이차적 의미를 얻었으며, (3) 침해혐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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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연방대법원 선례6)에 따르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적
인지 여부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품의 목적이나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
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상품 디자인이 “상품의
목적이나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고, 가격이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제품의 비기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선례7)는 제품 디자인이 순전히 “장식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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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혹은 작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이는 기능성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심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는 제품의 디자인이 순전히 장식적이거나
우연한 것이거나 혹은 작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나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심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제품 디자
인이 비기능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미적 목적은 기능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사건 원고인 Leapers는 라이플 스코프에 있어서 널링은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널링이 아닌 널링의 디자인 자체이고 이는 단순히 장식적
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독특한 널링 패턴의 경우 널링의 기능적인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식적이라고 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해당 널링 패턴이 라이플 스코프의
“사용이나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고, 라이플 스코프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면 우연적인 기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널링 디자인이 “해당 모양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쟁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8) 심미적 기능도 없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Leapers의 널링 디자인이 장식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장식적이며 비기능
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Leapers가 자사에서 해당 디자인의 널링을 사용
할 때에 오로지 심미적인 목적으로만 이를 선택한 것이라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배심원들이 신뢰한다면 기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Leapers가
다른 경쟁자들이 여러 패턴의 널링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쟁자들의 널링 패턴이 자신의
패턴보다 효율적으로 노브(knob) 표면을 잡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배심원들이 우연적
6) In Inwood Labs., Inc. v. Ives Labs., Inc., 456 U.S. 844, 850 n.10, 102 S.Ct. 2182, 72 L.Ed.2d 606 (1982).
7) TrafFix Devices, Inc. v. Mktg. Displays, Inc., 532 U.S. 23, 30, 121 S.Ct. 1255, 149 L.Ed.2d 164 (2001).
8) TrafFix, 532 U.S. at 32-3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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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적 발전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우연적인 기능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Leapers가 해당 디자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플 스코프 노브의
패턴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apers는 피고인 Trarms, Inc.의 대표 Chuanwen Shi가 “Leapers의 제품은 스코프에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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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것은 비기능성을 입증할만한 증언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이 증언이 단순히 추단적 결론이라고 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증언이 직접적인 경쟁자로부터
나온 바,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9) 여부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상대 제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경쟁사는 그 디자인의 기능성의
이점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고, 경쟁사가 기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찾고 있다는 거 자체가
비기능성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Leapers는 Chuanwen Shi가 중국 내에서 디자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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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시도 하였다는 점을10) 증거로 제시하며, 실용신안 혹은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Leapers의 디자인에 기능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하여
Shi가 해당 제품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경우의 기능적인 이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배심원들이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항소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검토할 때에
Leapers의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적이라고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바, 지방법원이 널링 디자
인은 그 자체로 기능적(per se functional)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라이플 스코프 사용자가 “안전하게 잡거나 그립감이 좋게 하려고” 하는 널링의 기능이 두말
할 것 없이 기능적이라는 것에 항소법원은 동의하지만 이 사건 원고인 Leapers가 주장한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널링에 프린트 된 독특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널링 자체가 아닌 널링의 디자
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Leapers의 디자인이 식별력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곱 가지 요소들11)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두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였고 다른 요소들은 관련 없다고
결론지은 것에 대하여 다시금 판단하도록 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 연방상표법은 1988년 개정을 통하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연방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법과 연방법 상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9) TrafFix, 532 U.S. at 32.
10) 중국 전리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실용실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보호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11) (1) 직접적인 소비자 증언, (2) 소비자 설문조사, (3) 독점적 사용 여부, (4) 광고 방법 및 횟수, (5) 판매량 및 고객 수, (6)
시장에서의 지위, (7) 고의적 침해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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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S.C. §1125(a)를 개정하였다. 해당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용기에 어떠한 단어, 문자, 심벌, 장치 또는 그것들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허위표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거나 또는 상업적 광고행위에서 타인의 영업과의
관계 또는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근거를 폭 넓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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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1999년 연방의회는 추가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연방상표법을 개정하고 트레
이드 드레스 보호에 제한을 두었다. 즉, 15 U.S.C. §1052를 신설하여 상표의 부등록 사유로
기능적인 표장을 명시하였고, 15 U.S.C. §1125(a)(3)을 추가하여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가 비기능적임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는 법 개정 이외에도 대법원 판례들12)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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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으려면 비기능적이며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제품 간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요건 중
비기능성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이는 특허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제품의 형상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법과 상표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기능성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라이플 스코프의
널링 디자인이 단지 장식적이거나 우연한 것이거나 혹은 작위적인 것에 불과하여 디자인이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국에서 특허나 실용신
안이 아닌 디자인 출원을 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쟁자 스스로가 기능성이 없음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법원이 외국 기업들이 각자의
국가에서 하는 지재권 관련 활동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판결을 뒤집는 계기로 만든 것이다.
즉, 이 판결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 국내 출원한 건들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소송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2) 색채를 상표로서 보호하고자 한 판결(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 Inc., 514 U.S. 159, 169-74 (1995)),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 (1992)), 제품의 포장과 달리 제품의 디자인이나 형상은 이차적 의미가 있지 않는 한 식별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529 U.S. 205, 210 (2000)), 특허 받은 제품의 외관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기능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532 U.S. 23,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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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e 운동화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심결을 파기·환송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Converse,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 등록으로 인한 2차적 의미의 추정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
이전에는 2차적 의미의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2차적 의미 취득 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함.

판결요지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된 날로부터 2차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으나, 등록 전의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초침해 전부터 이미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심급

1 심 (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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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 등록하면 2차적 의미 취득이 추정되는지 여부

USA

법적쟁점

2 심 (항 소 심)

신청인

Converse, Inc.

항소인

Converse, Inc.

피신청인

Shoe Sox 외 32개사

피항소인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당사자

법원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사건번호

337-TA-936

2016-2497

판결일자

2016. 6. 23.

2018. 10. 30.

판결결과

예비심결 일부인용

항소인 일부승소

관련 지재권

U.S Reg. No. 4,398,753, U.S. Reg. No. 3,258,103, U.S Reg. No. 1,588,960,
컨버스 운동화에 대한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참조법령

19 U.S.C. §1337(a)(1)(C), 15 U.S.C. §§§1125(a)(3), 1052(f), 1115(a)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Converse의 운동화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의 상표 등록으로 2차적 의미
취득이 추정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 등록으로 인한 2차적 의미 취득의 추정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 이전에는 2차적 의미 취득의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차적 의미 취득
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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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미국 스포츠용품업체 Nike, Inc.의 계열사인 Converse, Inc.(이하 Converse)는 미국 농구선수
찰스 척 테일러의 이름을 딴 주력상품 “Chuck Taylor Allstar”의 운동화 중창 디자인에
대하여 2013년 9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에 상표등록을 받았다.1) 디자인의
요소는 (i) 중창(midsole)에 두 개의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으며, (ii) 앞보강의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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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이아몬드와 직선 패턴이 운동화 앞부분에 여러 겹으로 새겨진 것이다.
<계쟁 트레이드 드레스 및 계쟁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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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창 디자인 상표(‘753 상표)

침해혐의 제품

Converse의 상품

2014년 10월, Converse는 자사의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신발업체, 의류업체 및 판매업체 33개 회사2)(이하 피신청인들)를 상대로 국제무역위원
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조사신청을 하였다. Converse는 “Chuck
Taylor Allstar”의 등록상표3) 침해 및 등록 전 보통법에 의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관세법4)
위반에 따른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ITC는 조사를 개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상표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ITC의 심결
ITC의 조사에서 Converse는 계쟁 상표를 1932년부터 사용하였고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Converse의 상표사용이 실질적으로 독점 사용이 아니기
1) U
 .S Reg. No. 4,398,753 중창(midsole)에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으며, 앞보강의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모양의 무늬가
앞부분에 새겨진 운동화 디자인.
2)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2개 회사는 합의하였고, 5개 회사는 궐석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Wal-Mart, Skechers,
New Balance와 Hu Liquidation 4개 회사가 당사자로 남았으며, 항소단계에서는 Sketchers, New Balance와 Hu
Liquidation만 남았다.
3) 계
 쟁 상표는 U.S Reg. No. 4,398,753, U.S Reg. No. 3,258,103 (신발 겉창(outsole) 디자인), U.S Reg. No. 1,588,960
(신발 밑창(sole) 디자인)이다.
4) 19 U.S.C. §1337(a)(1)(C) 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the sale for importation, or the sale within
the United States after importation by the owner, importer, or consignee, of articles that infringe a valid and
enforceable United States trademark registered under the 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05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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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2차적 의미는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2015년 11월, ITC는 예비심결에서 Converse의
‘753 상표가 침해되었고, 해당 상표는 등록에 의해 불가쟁력(incontestability)이 발생하므로
유효하나, 보통법에 의한 2차적 의미 취득을 Converse가 입증하지는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ITC는 최종심결에서 행정판사의 예비심결을 뒤집고 ‘753 상표에 2차적
의미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ITC는 Converse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2차적 의미를

USA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i) 사용방법 및 사용정도(the degree and manner of use), (ii)
독점적 사용 여부(the exclusivity of use), (iii) 사용기간(the length of use), (iv) 판매, 홍보 및
광고활동의 기간과 방법(the degree and manner of sales,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v) 2차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the effectiveness of the effort to
create secondary meaning), (vi) 고의 침해 여부(deliberate copying), (vii) 실제 소비자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특정 출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지 여부(association of the trad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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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particular source by actual purchasers)를 검토한 바, 두 번째 요소인 독점적 사용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동시에 Converse의 ‘753 상표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소비자층에
동일한 운동화 제품군으로 홍보되었다는 점 등의 제3자의 상표사용이 상표의 2차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판사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통법 상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2차적 의미가 없다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인용하였다.
ITC는 ‘753 상표나 보통법상의 트레이드 드레스 모두 유효하다면 침해이나, ’753 상표는
2차적 의미 획득에 실패하여 유효성이 부정되었고, 보통법상의 트레이드 드레스에도 2차적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ITC는 피신청인들 중 누구에게도 배제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Converse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수의견에서 ITC가 Converse 사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오류를 범하
였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ITC가 ‘753 상표 등록 이전의 침해와 이후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ITC가 트레이드 드레스의 2차적 의미의 취득 여부에 법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C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혼동가능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 2차적 의미 취득 시점에 대한 조사
항소법원은 계쟁상표를 등록상표와 보통법 상의 상표로 구별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상표로
지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되기 전 보통법에 의한 권리와
연방 등록에 의한 권리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Converse는 계쟁상표를 2013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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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함으로써 보호를 강화시켰고, 계쟁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등록 이후까지 피신청인들에
의한 상표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Converse가
(i) 법적 보호범위 안에 있는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ii) 피신청인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혼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법원은
상표가 유효하고 법적 보호범위 안에 있으려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식별력을 취득
하여 2차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Converse는 이 사건에서 미등록된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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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있는데, 항소법원은 대법원 Wal-Mart 사건을
인용하며 단어표장이나 상품 포장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달리 상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2차적 의미를 취득했음을 입증한 경우 제품
디자인에 식별력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a product’s design is distinctive, and therefore
protectable, only upon a showing of secondary meaning)”고 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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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법원은 Converse에게 피신청인들 각각에 의한 최초 침해가 있기 전부터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C는 이러한 2차적 의미를 판단할
관련시기(relevant date)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ITC는
어떠한 시기에도 계쟁 상표에는 2차적 의미가 없었음을 의미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를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침해를 받기 전에 해당 상표가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6), 관련시기에 대한 판단은 계쟁 상표가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ITC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Converse는 계쟁상표를 1932년부터 사용하였고, 2013년에 등록 받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상표 등록으로 인한 2차적 의미의 추정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 이전에는 2차적 의미의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USPTO가 계쟁상표를 등록 심사할 때 출원 당시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출원 전
어느 시점부터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등록 전 2차적 의미 취득을 추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 계쟁상표가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
항소법원은 ITC가 2차적 의미의 취득을 검토하기 위해 적용한 7가지 법적기준7)에 대하여 문제를
5)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s., Inc., 529 U.S. 216 (2000).
6) Braun, Inc. v. Dynamics Corp. of Am., 975 F.2d 815, 826 (Fed. Cir. 1992).
7) (i) 사용방법 및 사용정도, (ii) 독점적 사용 여부, (iii) 사용기간, (iv) 판매, 홍보 및 광고활동의 기간과 방법, (v) 2차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 (vi) 고의 침해 여부, (vii) 실제 소비자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특정 출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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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의 2차적 의미를 검토할 때 (i) 실제 소비자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특정 출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지 여부(association of the trade dress with a particular
source by actual purchasers) (ii) 사용 기간, 사용정도 및 독점사용 여부(length, degree,
and exclusivity of use), (iii) 홍보방법 및 비용(amount and manner of advertising), (iv)
매출액 및 소비자 규모(amount of sales and number of customers), (v) 고의적 모방행위
(intentional copying), (vi) 상표를 수반한 상품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인 보도여부(unsolicited

USA

media coverage of the product embodying the mark)를 기준으로 하였다. 항소법원은 ITC가
상표사용 기간과 정도 및 독점사용여부를 각각의 요소로 판단하였으나 이 요소들은 상호 관련
되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요소(ii)와 관련하여 상표가 등록되기 훨씬 전에 Converse와 피신청인들의 최초
사용이 있었다는 점을 ITC가 과하게 의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등록 전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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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점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whether prior uses impacted
the perceptions of the consuming public as of the relevant date)”8)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법9)에 근거하여 관련 기간은 최초 침해가 있었던 날로
부터 5년을 소급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ITC가 이 기간보다 더 오래전의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Converse가 상표를 “실질적으로 독점사용(substantially exclusive)”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유사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2차적 의미를 입증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한 선사용은 계쟁 트레이드 드레스와 “실질적으로 유사(substantially similar)”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ITC가 ‘753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제3자의 디자
인을 부적절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Converse의 등록 전 사용을 포함한 유사한 디자
인의 제품들과 계쟁 트레이드 드레스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항소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침해 관련 설문조사에 대하여 해당 설문조사는 계쟁상표가
등록되고 2년 후인 2015년에 실시되었고, ITC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신청인들 각자의
최초 침해 시점에서 계쟁상표가 2차적 의미를 취득 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는 설문조사보다
5년~1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하며 설문조사 증거의 고려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 Palm Bay Imps., Inc. v. Veuve Clicquot Ponsardin Maison Fondee en 1772, 396 F.3d 1369, 1373–74 (Fed. Cir. 2005).
9) 15 U.S.C. §1052(f) Except as expressly excluded in subsections (a), (b), (c), (d), (e)(3), and (e)(5) of this section,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mark used by the applicant which has become distinctive of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The Director may accept as prima facie evidence that the mark has become
distinctive, as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proof of 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 thereof as a mark by the applicant in commerce for the five year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laim
of distinctiveness is made.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mark which,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the applicant, is primarily geographically deceptively misdescriptive of them, and which
became distinctive of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before December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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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동가능성의 판단 기준
피신청인들은 ITC가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계쟁 제품들은 ‘753 상표의 여러 요소들10)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Converse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범위
내에 있는 상표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상표사용으로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항소법원은 ITC가 이 사건에서 계쟁 제품들이 계쟁 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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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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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 등록된 상표는 그 자체로 독점적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러나 선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가 USPTO에 등록하게 되면 보통법 상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가 명시적으로 배타성이 있는 상표로서
연방차원에서 입법화되어 보호된 것은 1988년 연방상표법 개정 이후이다.11)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포장, 상품의 디자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판매기법 및 영업장소의 장식 등이며,
상표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트레이드 드레
스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 의하면 상품의 포장과 상품의 형상 및 디자인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다.
1992년, Two Pesos 사건12)에서 연방대법원은 레스토랑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단어표장처럼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2차적 의미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0년,
연방대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Wal-Mart 사건13)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이나
형상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2차적 의미가 있어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Two Pesos 사건에서는 상품의 포장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고자 한
것이고 Wal-Mart는 상품의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으려고 한 것이다. 즉, 상품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출처표시 기능이 있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품의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포장과 상품의 형상 및 디자인을 구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들이었다.
10) (i) 중창(midsole)에 두 개의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으며, (ii) 앞보강의 디자인과 (iii) 다이아몬드와 직선 패턴이 앞부분에
여러 겹으로 새겨진 운동화.
11) 나종갑(2006), 미국상표법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382면.
12)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 768 (1992).
13) 529 U.S. 205, 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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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품의 디자인에 해당되는 운동화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 사건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Converse가 2차적 의미를 입증하여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된 날로부터 2차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으나, 등록 전의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초침해 전에 이미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상표법14)에 의하여 트레이드 드레스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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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i) 실제 소비자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특정 출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지 여부,
(ii) 사용 기간, 사용정도 및 독점사용 여부, (iii) 홍보방법 및 비용, (iv) 매출액 및 소비자 규모,
(v) 고의적 모방행위, (vi) 상표를 수반한 상품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인 보도 여부를 입증해야
2차적 의미를 취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USPTO가 계쟁상표를 등록 심사할 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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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2차적 의미 취득여부를 판단할 뿐 출원 전 어느 시점부터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의무는 없으므로 상표를 등록 받았다는 사실이 등록 전 2차적 의미 취득을
추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상표 등록으로 인한 2차적 의미의 추정은 등록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 이전에는 2차적 의미의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
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 전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려면 최초 침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i) 실제 소비자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특정 출처와의 연관성을 인식하였고, (ii) 사용
기간과 사용정도가 상당하고 독점사용이 있었으며, (iii) 홍보방법 및 비용이 충분하고,
(iv) 매출액 및 소비자 규모가 상당하며, (v) 고의적 모방행위가 있었음과, (vi) 상표를 수반한
상품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인 보도임을 입증하여야 2차적 의미의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14) 15 U.S.C.§1124(a)(3) In a civil action for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this chapter for trade dress not registered
on the principal register, the person who asserts trade dress protection ha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matter sought to be protected is not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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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건에서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전가에 대한 입증책임 기준을
특허사건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해석한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Verisign, Inc. v. XYZ.Com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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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상표사건에서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특허사건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변호사비용 전가와 관련하여 특허사건에 적용한 예외적인 사건
판단기준을 상표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판결요지

항소법원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전가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던 것에서
대법원이 특허사건인 Octane Fitness에서 마련한 기준인 증거의 우월성 기준을 상표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항소법원들도 상표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해석은 상표사건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법원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Verisign, Inc.

항소인

XYZ.COM, LLC

피고

XYZ.COM, LLC

피항소인

Verisign, Inc.

당사자

법원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제4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사건번호

14–cv–01749

17-1704

판결일자

2017. 5. 3.

2018. 05. 29.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인 승소

관련 지재권

“.xyz”

참조법령

15 U.S.C. §1117(a)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상표사건에서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
하는 기준이 특허사건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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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변호사비용 전가와 관련하여 특허사건에 적용한 예외
적인 사건 판단기준을 상표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USA

Verisign, Inc.(이하 Verisign)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고레벨 도메인
네임인 “.com”과 “.net” 도메인을 취급한다. 2014년, 경쟁사인 XYZ.COM, LLC(이하 XYZ)는
“.xyz”을 최고레벨 도메인으로 새롭게 출시하였고, “.xyz”를 사용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Verisign은 XYZ를 상대로 연방 상표법 상의 허위 광고를 주장하며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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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sign은 XYZ가 “.xyz” 도메인을 실제 무료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러쉬”라며 수많은
사용자들이 구매하였다고 허위로 광고한 바, 연방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XYZ의
대표가 Verisign의 레지스트리에 더 이상 사용가능한 도메인 네임이 없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허
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11월 15일, 지방법원은 XYZ의 약식재판 청구를 인용하
였다. 지방법원은 XYZ의 매출액과 등록자 수는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XYZ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아직 거짓이
라고 밝혀지지 않은 의견이거나 단순한 과대선전에 불과하다고 지방법원은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법원은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를 Verisign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방법원이
XYZ의 주장을 인용하여 약식판결을 내리자, XYZ는 연방상표법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였다. Verisign은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후 지방법원은 변호사 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의 판결
2017년 5월 3일, 지방법원은 XYZ의 변호사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방법원은 연방상표법 상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예외적(exceptional)임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여야 하나, XYZ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부정한 의도(bad faith)나 독립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동(independently sanctionable conduct)이 있어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XYZ는 지방법원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의 입증책임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며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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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첫 번째로 항소법원은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승소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연방상표법 §1117(a)15)상의 예외적 사건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법원의 기준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Georgia-Pacific 사건16)과
Octane Fitness 사건17)에서 모두 “예외적인 사건”임을 입증하는 기준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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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evidence)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항소법원은 연방상
표법 §1117(a)이 규정하는 내용이 특허법 규정과 동일하므로 특허사건인 Octane Fitness 사건을
변호사 비용 인정여부 고려 시 적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Octane Fitnes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법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의 우월성을 선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임을 입증하고자 할 때 증거의
우월성 기준으로 입증책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증거 우월성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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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오류의 위험성을 대략 동일하게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18)
항소법원은 동일한 기준을 연방상표법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제4연방항소
법원은 Octane Fitnes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마련한 증거 우월성 기준을 상표 사건에 적용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제5연방항소법원19)과 제9연방항소법원20)의 사건을 언급하였고,
제3, 6, 11연방항소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21)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Octane
Fitness 사건이 상표 사건에 적용된다고 본 점 또한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제4연방순회항소법
원은 XYZ에게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요구한 지방법원의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로 XYZ의 주장이 단순한 “추측(speculation)”에 의한 것으로 어떠한 입증책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측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Verisign의 주장을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올바른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4항소법원의 선례22)에 따르면 지방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항소법원은 올바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15) 15 U.S.C. §1117(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16) Georgia-Pacific Consumer Product LP v. von Drehle Corp., 781 F.3d(4th Cir. 2015).
17)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 1749 (2014).
18) Herman & MacLean v. Huddleston, 459 U.S. 375, 390 (1983).
19) Baker v. DeShong, 821 F.3d 620, 624 (5th Cir. 2016).
20) SunEarth, Inc. v. Sun Earth Solar Power Co., Ltd., 839 F.3d 1179, 1181 (9th Cir. 2016) (en banc).
21) Tobinick v. Novella, 884 F.3d 1110, 1117–18 (11th Cir. 2018), Romag Fasteners, Inc. v. Fossil, Inc., 866 F.3d 1330, 1334–
36 (Fed. Cir. 2017), Slep-Tone Entm’t Corp. v. Karaoke Kandy Store, Inc., 782 F.3d 313, 317–318 (6th Cir. 2015).
22) Humphrey v. Humphrey, 434 F.3d 243, 247 (4th Ci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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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XYZ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단지 증거의 우월성이라는 올바른 법적 기준으로 증거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방법원의 판결을 환
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부정한 의도(bad faith)”를 예외적인 사건의 요건으로
둔 것에 오류가 있다는 XYZ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Octane Fitnes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예외

USA

적인” 사건이란 당사자 일방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substantive strength
of a party’s litigating position)이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비상식적인 방법
(unreasonable manner)”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23)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예외적
사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Georgia-Pacific 기준을 검토하였으나 부정한 의도 또는 독립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동의 증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Octane Fitness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외적인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부정한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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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제4항소법원은 2004년 Retail Service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한 의도를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의 부정한 의도 보다는 낮은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24)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
승소 시와 피고 승소 시로 나누어진 기준을 적용한 Retail Service 사건을 Octane Fitness 사건
이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Retail Service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승소한 원고에게 상대방의 부정한 의도를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Octane Fitness에서는
승소한 당사자가 원고/피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정도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지방법
원은 Retail Service 사건을 적용하여 XYZ가 Verisign이 부정한 의도 또는 부적절한 목적 또는
처벌 가능한 행동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4항소법원은
Octane Fitness 사건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부정한 의도 또는 독립적으로 처벌가능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지방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Ⅴ. 시사점
영미법에서 소송비용은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사에 의하여 예외
적인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
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청구한 실제비용, 실제 소송에 사용한 시간, 사건의 복잡성, 유사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라야 하는데 보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14년,
23) Octane Fitness, 134 S. Ct., 1756.
24) Retail Services, Inc. v. Freebies Publishing, 364 F.3d 535, 550 (4th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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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Octane Fitness 사건에서 기존의 예외적 사건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승소자가 변호사 비용 인정을 위하여 판사가 ‘상황의 총체성(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증거의 우월성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Octane Fitness 사건은 특허법의 해석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상표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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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Octane Fitness 사건에서의 입증책임 기준인 증거의
우월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고 Octane Fitness
사건의 기준을 다른 항소법원들도 상표사건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으로 상표사건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져 앞으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완화된 판단기준이 적용되면 변호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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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어 조기에 합의로 종결하고자 했던 당사자도 승소를 확신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소송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이 전가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144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표장에 일반명칭이 있다면
권리불요구를 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파기·환송함.

출원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의 분류를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의 단어로 관련 대중들이 인식한다면
일반명칭이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를 하여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심 (원 심)

심급

2 심 (항 소 심)

신청인

Royal Crown Company, Inc., DR Pepper/
Seven up, Inc.

항소인

Royal Crown Company, Inc., DR
Pepper/Seven up, Inc.

피신청인

The Coca-Cola Company

피항소인

The Coca-Cola Company

당사자

위원회/법원

상표심판항소위원회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사건번호

91178927, 91180771, 91180772, 91183482,
91185755, 91186579, 91190658

2016-2375

결정/판결일자

2016. 05. 23.

2018. 06. 20.

결정/판결결과

신청인 패소

항소인 승소

관련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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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USA

Coca-Cola 음료표장의 일부로 사용된 “ZERO”가 일반명칭이므로 상표출원시
권리불요구가 되어야하는지 여부

법적쟁점

FANTA ZERO, VANILLA COCA-COLA ZERO, POWERADE ZERO, COKE ZERO, VAULT
ZERO, PIBB ZERO, COKE CHERRY ZERO, CHERRY COCA-COLA ZERO, COCA-COLA
VANILLA ZERO, CHERRY COKE ZERO, COCA-COLA CHERRY ZERO, COKE ZERO
ENERGY, COKE ZERO BOLD, VANILLA COKE ZERO 등

참조법령

15 U.S.C. §§§ 1052(f), 1056(a), 1063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Coca-Cola 음료의 표장 일부로 사용된 “ZERO”가 일반명칭이므로 상표
출원 시 권리불요구가 되어야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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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IP Insight

Royal Crown Company, Inc.와 Dr Pepper/Seven Up Inc.(이하 Royal Crown으로 통칭)는
음료시장에서 The Coca-Cola Company(이하 TCCC)와 경쟁관계이며 탄산음료, 주스, 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두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음료제조 기업들이 “ZERO”를 브랜드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며, TCCC는 적어도 열두 개 이상의 상품명에 “ZERO”를 사용하였다. Royal
Crown은 “DIET RITE PURE ZERO”와 “PURE ZERO” 상표 출원 시 자발적으로 “ZER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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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불요구(disclaimer)1)를 하였고, 이 상표들은 등록되었다. 반면, TCCC는 “ZERO”가
포함된 17개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미국특허상표청(이하 USPTO)의 심사관은 “ZERO”가
“출원인 상품의 칼로리를 기술하는 특징”을 갖는다며 “ZERO”에 대한 권리불요구를 권고하였
으나 TCCC는 각각의 출원상표에 사용된 “ZERO”는 15 U.S.C. §1052(f)2)에 따라 “ZERO 상표의
패밀리(family of ZERO marks)”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다. USPTO가 이러한 TCCC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표공보를 발행하자, Royal Crown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양 당사자의 제품 예시>

Coca-Cola Company의 제품

Royal Crown Company의 제품

Ⅳ. 결정/판결 내용
1.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
Royal Crown은 “ZERO”가 상품과 연계된 단순히 기술적인 표장이고 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1) 권
 리불요구에는 출원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 권리불요구(voluntary disclaimer)와 심사관이 권고에 의한
권리불요구(compulsory disclaimer)가 있다.
2) 15 U.S.C. §1052(f) Except as expressly excluded in subsections (a), (b), (c), (d), (e)(3), and (e)(5) of this section,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mark used by the applicant which has become distinctive of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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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칭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이하 TTAB)는
Royal Crown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다.
TTAB는 “ZERO”가 일반명칭이므로 TCCC가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TTAB는 출원인 상품의 올바른 분류는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라는
대분류 안에 칼로리가 없거나 적은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라는 소분류”에 해당 된다고

USA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ZERO”를 칼로리가 없거나 적은 청량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나
에너지 음료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대중이 청량음료라는 대분류 안에서 “ZERO”를
인식하고 있고, Royal Crown이 “ZERO”가 TCCC의 상품에 대한 일반명칭이라는 점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TTAB는 TCCC가 “ZERO”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며
제출한 매출액, 홍보비용, 미디어 노출 및 소비자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청량음료에 대하여
상표 일부에 “ZERO”를 사용했을 때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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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TAB는 TCCC의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Royal Crown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Royal Crown은 일반명칭과 식별력에 대한 TTAB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 일반명칭 법리 적용의 오류 (TTAB Erred in Its Application of the Legal Framework
for Genericness)
일반명칭은 출처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법 원리에 불일치하여 식별력을 취득
할 수 없다.3) 단순히 기술적인 상표의 경우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5 U.S.C.
§1052(f) 상의 식별력을 인정받은 후 등록할 수 있다.4)
항소법원은 일반명칭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어가 관련된 공중(relevant public)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로 인식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5) 판례에 따르면 일반명칭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관련된 공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명칭으로 주로 인식하는지 여부이다.6) 먼저 TTAB는 TCCC가 상표출원한
상품의 종류가 “청량음료, 스포츠음료와 에너지음료”라고 하였다. 그러나 Royal Crown은
3) In re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828 F.2d 1567, 1569 (Fed. Cir. 1987).
4) In re Northland Aluminum Prods. Inc., 777 F.2d 1556, 1559 (Fed. Cir. 1985).
5) H. Marvin Ginn Corp. v. Int’l Ass’n of Fire Chiefs, Inc., 782 F.2d 990 (Fed. Cir. 1986).
6) Id., 989~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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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B가 넓은 범위로 상품의 종류를 지정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ZERO”는 칼로리
또는 탄수화물이 없거나 낮은 종류의 음료라는 특징이 명확할 경우 일반명칭 또는 매우 기술적인
(highly descriptive) 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TAB가 관련된 공중을 “청량음료,
에너지음료 또는 스포츠음료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라고 판단한 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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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TTAB의 기준은 “관련된 공중이 어떠한 분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분류를 해당 단어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7)고 설명하였다. 항소법원은
예를 들어, “pizzeria”의 경우 레스토랑이라는 넓은 분류로 대중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대중이
해당 단어를 “전체 레스토랑이 아니라 하위분류 또는 레스토랑 종류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이 된다고 하였다.8) 이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대중이
지정된 음료의 이름(designated beverage name)과 함께 “ZERO”가 사용될 때 음료의 하위분류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또는 해당 특징을 갖는 음료의 종류로 이해한다면 일반명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TCCC가 “ZERO”를 단독으로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TTAB 역시도 대중이 “ZERO”를 결합된
음료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는 TTAB가 2개 이상의 단어
로 된 표장에서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맥락에서 표장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9)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TTAB가 관련된 소비자들이 “ZERO”를 음료라는 대분류의 하위분류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음료의 하위분류는
칼로리가 없거나 적은 또는 탄수화물이 없는 특별한 음료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TCCC가 음료의 하위분류인 제로 칼로리 음료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와 “ZERO” 단어를 제로 칼로리 버전의 음료 표장에 혼합
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2) 표장 식별력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오류(TTAB erred in Failing to Assess the Level
of the Marks’ Distinctiveness)
항소법원은 TCCC가 출원하고자 하는 표장에 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TTAB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Royal Crown은 “ZERO”가 일반명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료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매우 기술적이라고 주장하며 TCC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TTAB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판례에 의하면 표장이 기술적일수록

7) In re Cordua Restaurants, Inc., 823 F.3d 594, 603 (Fed. Cir. 2016).
8) Id., 605면.
9) DuoProSS Meditech Corp. v. Inviro Med. Devices, Ltd., 695 F.3d 1247, 1253 (Fed.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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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식별력 취득에 대한 입증책임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0) 항소법원은 “FISH FRY
PRODUCTS”의 예를 들며, 기술적인 표장일수록 입증책임이 높아지는 바, 매우 기술적인 표장
인 “FISH FRY PRODUCTS”의 경우 출원인이 식별력 취득의 증거로 제출한 5년간의 독점사용
및 계속사용 내용을 TTAB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TTAB가
In re Steelbuilding.com 사건을 인용하며 표장이 기술적일수록 더욱 실직적인(substantial)
식별력 취득의 증거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나, TTAB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한 바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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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법원은 TTAB가 TCCC의 표장에 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오류가
있다며 파기하였다.

3) 증거의 취급(The TTAB’s Treatment of the Evidentiary Record)
항소법원은 TTAB가 식별력의 취득 및 일반명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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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맞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사안을 환송하였다. Royal Crown은 TCCC의 표장이
일반명칭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인식에 대한 직접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항소법
원은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인식은 “소비자 설문조사, 사전, 신문, 출판물 등 어떠한 합법적인
출처”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을 이어가며, Royal Crown이 제출한 경쟁자의 사용
증거, 제 3자가 자신의 청량음료 브랜드와 함께 “ZERO”를 사용한 출원/등록 상표, TCCC가
마케팅 자료 및 패키지에 “zero”와 “0”를 기술적으로 사용한 증거 등은 일반명칭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라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불충분한 간접증거라고 한 TTAB의
판단에 대하여 Royal Crown이 제출한 증거들이 일반명칭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증거라고 판단
한 어떠한 선례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사안을 파기하였다.
TCCC는 자사의 매출액 및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ZERO”가 일반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TTAB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점을 주장하였다. TTAB의 결론은 Royal
Crown이 제시한 “ZERO”에 대한 소비자 사용의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나, 일반명칭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 “일반명칭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식별력 취득의 증거 및 2차적 의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실을 무시한 것”11)이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TCCC의 매출
액과 홍보비용 지출내역을 가지고 일반명칭 여부를 결정한 TTAB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증거는 “ZERO”를 상품의 종류, 즉 하위분류로
공중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TTAB가 TCCC의 “ZERO” 표장이 일반명칭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확한 법리를
적용하였고, Royal Crown이 제출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과 TCCC가 제출한 증거가
10) Steelbuilding.com, 415 F.3d at 1300; see also In re Boston Beer Co., 198 F.3d 1370, 1373 (Fed. Cir. 1999).
11) Weiss Noodle Co. v. Golden Cracknel & Specialty Co., 290 F.2d 845, 847–48 (CCPA 1961).

149

그 입증책임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나 이를 인용한 점을 이유로 Royal Crown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였다.

Ⅴ.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을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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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은 USPTO 내의 TTAB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60조 제1항12)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15 U.S.C. §106313)에 따라 “상표 등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출원인의 상표등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표가 법에 의해 등록
될 수 없는 합당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권리불요구제도14)에 의하여 포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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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명칭이 포함된 채로 심사가 통과되어 공보에 게재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TTAB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사안이다.
미국연방상표법은 등록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권리불요구제도를 만들었다. 15 U.S.C.
§1056(a)15)는 “특허상표청장은 출원된 상표 중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구성부분에 대하여 강제
적으로 출원인에게 권리불요구를 할 수 있고, 출원인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중 구성부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권리불요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적 또는 자발적 권리불요구를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b)항에서는 “권리불요구된 부분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면 15 U.S.C. §1057(e)16)에 의한 권리불요구를 포함한 어떤 권리불요구도 출원인

12) 제 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13) 15 U.S.C. §1063(a)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would be damaged by the registration of a mark upon the
principal register, including the registration of any mark which would be likely to cause dilution by blurring or dilution
by tarnishment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may,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file an opposition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4) 본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50~73년까지 존재하였으나 폐지되었다.
15) 15 U.S.C. §1056 (a) Compulsory and voluntary disclaimers
The Director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disclaim an unregistrable component of a mark otherwise registrable. An
applicant may voluntarily disclaim a component of a mark sought to be registered.
16) 15 U.S.C. §1057 (e) Surrender, cancellation, or amendment by owner
Upon application of the owner the Director may permit any registration to be surrendered for cancellation, and upon
cancellation appropriate entry shall be made in the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pon
application of the owner and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the Director for good cause may permit any registration
to be amended or to be disclaimed in part: Provided, That the amendment or disclaimer does not alter materially the
character of the mark. Appropriate entry shall be made in the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up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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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등록권자의 권리에 손상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7)고 하였다. 즉, 상표출원이나
등록에 있어 권리불요구는 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겠
다는 조건으로 상표 전체로서는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이나 상표권자가
상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권리불요구된 부분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지만, 전체상표로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8)

USA

이 사건에서는 출원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ZERO”에 대하여 이를 일반명칭으로 보고 출원
인이 권리불요구를 해야 하는지가 논의가 되었다. 상표심사기준(TMEP) 1213.03(b)에 따르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명칭이거나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권리불요구 되어야 등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ZERO”가
일반명칭이거나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권리불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15 U.S.C.
§1052에 따라 일반명칭과 기술적 표장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적격성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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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1052(f)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적 표장에 2차적 의미가 취득된 경우 상표적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기술적 표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명칭에 대해
서는 예외의 규정은 없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출원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의 분류를 등록
하고자 하는 표장의 단어로 관련 대중들이 인식한다면 일반명칭이 된다고 하였다. 즉, “ZERO”를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낮거나 없는 청량음료, 에너지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로 관련 대중들이
인식한다면 Coca-Cola는 이 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를 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Coca-Cola는 제 3자가 “ZERO”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Coca-Cola Zero”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73년까지 존재하였으나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재도입되지 않은
권리불요구제도는 미국의 합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출원인이 일반명칭표
장이나 식별력 없는 기술명칭표장을 출원상표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등록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제외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출원인에게 원하는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일반 공중의 자유를 제약하지도 않으므로 일반명칭을
상표화 하는 것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자발적 권리불요구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을 한다면 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등록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같이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는
그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불요구가 무조건적으로
출원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17) (b) Prejudice of rights
No disclaimer, including those made under subsection (e) of section 1057 of this title, shall prejudice or affect the
applicant’s or registrant’s rights then existing or thereafter arising in the disclaimed matter, or his right of registration
on another application if the disclaimed matter be or shall have become distinctive of his goods or services.
18) Sprague Electric Co. v. Erie Resistor Corp., 101 USPQ 486~487(Comm’r Pat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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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 “FILA” 상표권 침해 사건 1)2)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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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등록상표와 유사 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적정 손해배상액 수준

판시사항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FILA 상표권 침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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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2013년 상표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명문화 되었으나, 상표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인 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ⅱ)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 ⅲ) 상표사용허가비
용의 배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
이하로 산정해오던 실정이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피고1,2,3이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상품에 적용하여 일반대중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와 “침해 정황의 엄중함 (侵
权情节严重)”이 인정되어 상표법이 규정하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이 선고된 사례에 해당한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항소인1: 저쟝 중위안 신발社
항소인2: 원저우 두터 전자상무社
(피고2 사명변경)
항소인3: 리우쥔(刘俊)

원고: FILA Sports 유한공사
당사자

피고1: 저쟝 중위안 신발社
피고2: 루이안시 중위안 전자상무社
피고3: 리우쥔 (刘俊)
피고4: 징둥닷컴 (JD.com)

피항소인: FILA Sports 유한공사

법원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

베이징IP법원
(北京知识产权法院)

사건번호

(2017)京0102民初2431号

(2017)京73民终1991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7년 제소)

2018년 3월 5일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상표법 1)
제48조, 제57조, 제63조
상표분쟁사법해석 2)
제1조, 제9조
침권책임법 3)
제8조, 제15조, 제36조

vs.
상표분쟁사법해석
전리분쟁심리규정
침권책임법
민사소송법

飛樂

4)

제3조
제20조 제3항
제8조
제170조 제1항 제1호

1)중
 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3차 상표법
(2013.8.30.개정)이다.
2) 상
 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 분쟁 안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人民
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2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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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3)4)
본 사안은 피고들의 사용표지 “GFLA”, “飛樂”가 원고의 등록상표 “FILA”, “斐樂”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CHINA

베이징IP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쟁제품 생산·판매 기업인 피고1,2와 그 법인대표인
피고3의 고의 침해를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1. 사건의 경과

(이하 “상표②”),

“

”(이하

“상표③”),

“

”(이하

“상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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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 Sports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 ”(이하 “상표①”), “

”
5)

상표권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 을

6)

체결한 스포츠 의류 기업이다. 원고는 중위안 신발(이하 “피고1”)이 생산·판매하고, 중위안 전자
상거래(이하 “피고2”)가 운영을 담당한 징둥닷컴(이하 “피고4”)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신발의
“

”, “

인민법원”)에

”표지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7)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이하 “기층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중
 국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은 권리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 민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본법률’에 속한다. 본 법률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증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대항의 필요성과,
유럽·미국 등의 침권책임법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9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다.
4) 전
 리분쟁심리규정의 정식 명칭은 《최고인민법원 전리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
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으로, 2001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80차 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 25일 제1570차 회의를 통해 1차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9일 제1641차 회의를 통해 2차 개정되었다.
5) 중
 국의 상표사용 허가는 독점사용허가(独占使用许可), 배타적사용허가(排他使用许可), 보통사용허가(普通使用许可)로
분류된다. 독점사용허가와 배타적사용허가는 우리나라의 전용사용권에 해당하고, 보통사용허가는 우리나라의 통상사용권
에 해당한다. 이 중 독점사용허가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한 1인 외에는 상표권자 역시 약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219면
6) 원
 고“FILA Sports 유한공사(斐乐体育有限公司)”는 2016년 6월 6일 및 10일에 “FILA” 상표 권리자인 싱가포르 “FULL
PROSPECT (IP) PTE. LTD.(满景（IP）有限公司)”와 《상표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표①,②,③,④의 독점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서면으로 해지를 협의할 때까지며, 계약 내용에는 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 대륙
내에서 원고의 명의로 소송·중재·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고 해당 침해행위의 발생 시기는 협의 체결일 전후 무관하며, 상표권
자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7) 피
 고1 “저쟝 중위안 신발업 유한공사(浙江中远鞋业有限公司)”는 2010년 3월 8일에설립된 신발 제조 기업으로, 2014년 5월
6일에 법인대표가 리우쥔(피고3)에서 리우졔(刘杰)로 변경되었다. 피고2 “루이안시 중위안 전자상무 유한공사(瑞安市中远电
子商务有限公司)”는 2012년 6월 11일에 설립된 기업으로 그 전신은 “瑞安市酷我鞋业有限公司”이다.
2013년

7월 16일에 사명 변경과 함께 법인대표가 리우쥔(피고3)으로 교체되었다. 리우쥔과 리우졔(刘杰)가 공동주주다.
2017년 9월 7일 “원저우 두터전자상무 유한공사(温州独特电子商务有限公司,항소인2)”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피고3 리우쥔(刘俊)은 피고1와 피고2의 법인대표를 순서대로 역임함과 동시에, 홍콩에 등록된 “GFLA（CHINA） LIMITED
(飛樂（中國）有限公司)”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4 “베이징 징둥 360도 전자상거래 유한공사(北京京东叁佰陆拾度电子商务有限公司)”는 우리나라의 11번가, G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피고2가 운영한 플래그십스토어에서 피고1이 생산한 신발 제품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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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 8)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이하 “기층인민법원”)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계쟁
제품 생산·판매 금지, 계쟁제품 및 관련 포장재 폐기처분, 계쟁제품을 소개·홍보하는 웹사이트
삭제, 계쟁제품이 판매된 JD.com의 플래그십스토어 링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791만 위안과 침해 저지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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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2,3에게 손해배상액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에 대한 성명을 게재
하라고 명령하였다.9) 단 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유명상품 특유포장·장식(知名商品特有的包装、装
潢)

침해와 피고4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0)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정황으로

나누어 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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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쟁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계쟁제품에 표지가 적용된 방식은 두 가지로, 피고1,2가 생산·판매한 신발과 그 포장재에
표지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쇼핑백(手提袋)·포장상자·품질보증서·제품합격증에 “飛樂
(中國)”, “飛樂(中國)有限公司授权”11)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기층인민법원은 전자
가 원고의 상표②,④를 침해하고, 후자가 상표③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①
제163332호

상표②
제163333호

상표③
제881462호

피고의 계쟁상표 및 사용표지

상표④
제G691003A

계쟁상표
제7682295호

사용표지①

사용표지②

8) (2017)京0102民初2431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선고.)
9) 《소비일보》와 피고1의 홈페이지에 7일간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
10) “유명상품 특유포장·장식(知名商品特有的包装、装潢)”이란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현저한 특징을 보유한 유명상품의 포장 디자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인지도(知名度), 특유성(特有性), 현저성(显著性) 기준을 갖추어야만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비록 FILA 상표가 보유한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도는 인정되나,
신발류 상품의 포장·장식만으로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특유성” 정황이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설시하였다. 여기서 특유성이란 상품 출처 구별의 현저한 특징을 가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1월 3일 IP-Navi에 업로드 된 “왕라오지(王老吉) 캔 포장에 대하여, “유명상품 특유 포장장식” 비침해를 판시하되
공동 사용을 선고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8p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Seq=9424
더불어 기층인민법원은은 피고4의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계쟁제품 판매에 참여했거나 계쟁제품 판매에 대한 고의성
(过错)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피고4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11) 飛樂(fēilè)는 FILA Sports의 중문명인 斐乐(fĕilè) 발음과 동일하다. “飛樂(中國)有限公司授权”는 “FILA (China) Co.,
Ltd.로부터 권리수여”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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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인민법원은 전자의 상표②,④ 침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ⅰ) 계쟁제품이 원고의 등록
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 제품이고,ⅱ) 원고상표가 비교적 강한 현저함(显著性)과 높은인지도
(知名度)를

보유하고 있으며, ⅲ) 구성요소(构成要素)·문자모양(字形)·의미(含义)면에서 양 당사자의

표지가 유사하여 일반 대중이 계쟁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동가능성
(混淆可能性)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12) 즉 기층인민법원은 원고의 상표②,④가 알파벳 “F, I,

CHINA

L, A”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표지는 “G, F, L, A”로 구성되어 세 글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문자 모양 역시 상표②,④는 영문 알파벳에 기하학적 변형을 주어 “F”는 가장 상단의 획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I”는 하나의 세로 막대 형태이며 “L, A”는 예술적 디자인이 가미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독창성이 매우 강하고 표현방식이 특이한 반면, 피고의 표지는 “F, L, A”가
원고 상표②,④와 완전히 동일하고 “G” 역시 표현방식이 원고 상표②,④의 “F”와 동일한 방식
이며, 양 당사자의 표지가 모두 조어(臆造词)로 명확한 의미상의 구분이 없어 양 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더불어 기층인민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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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이나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후자의 상표③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피고들의
취급 제품과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모두 신발로 동일하고, ⅱ) 계쟁제품 및 포장상자·제품
합격증에 기업의 상호(企业字号)에 해당하는 “飛樂(中國)”를 두드러지게 사용(突出使用)하였는데, 이
는 원고의 상표③과 유사하여 일반대중이 해당 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층인민법원은 “飛樂(中國)”에서 현저한 부분에 해당하는 “飛樂”(fēilè)가 원고
상표③의 “斐樂”(fĕilè)와 발음이 동일하고, 문자모양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飛樂(中國)有限公司授权” 문구는 해당 기업명칭을 규범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에는 해당하지 않으며,13) 《상표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여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할 순 있으나 원고의 소송청구 범위가 아니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1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호는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란, 피소된 계쟁상표와 원고의
상표를 서로 비교하였을 경우 그 문자의 모양(字形), 읽을 때의 발음(读音), 함축적 의미(含义)나 도형의 구도(图形) 및 색깔 또는
각 요소의 조합 후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거나, 입체적 형상이나 색깔의 조합이 유사할 경우, 일반 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그 출처를 원고의 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는 현행 상표법(2014년 시행) 제57조에 해당한다.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0조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① 관련대중의 일반주의력 기준
② 상표의 전체적 비교 및 상표 주요부분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며, 비교 대상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진행 ③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보호를 청구한 상표의 현저함(显著性)과 인지도(知名度) 고려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상표분쟁사법해석》 제1조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字号)로 하여 동일·유사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오인케 하는 경우 상표법 제52조 제5호가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에 기타 손해를
미치는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동 조항에서 명시한 상표법 제52조 제5호는 2013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57조
제5호에 해당하며, “자호(字号)”란 상호에 해당하는 기업명칭(企业名称)의 고유명사 부분으로, 중국의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시 기업명칭은 행정구역명칭을 포함한 ‘자호(또는 상호)+업종 또는 경영특징+조직형태’ 순서로
정해야한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상호”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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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웹사이트·인터넷쇼핑몰에 사용된 표지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온라인에서 계쟁표지를 적용한 방식은 세 가지로, 피고2가 운영한 징둥닷컴(JD.com)
및 Tmall 플래그십스토어에 “ ”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 해당 표지를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와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으로 사용한 것, Tmall 플래그십스토어의 웹사이트 명칭과
기타 위치에 “GFLA”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이다. 이 중 기층인민법원은 첫 번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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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용 행태가 원고의 상표②,④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14)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ⅰ) 피고2가 운영한 징둥닷컴(JD.com) 및
Tmall 플래그십스토어에 “ ”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상품 출처의 기능을 보유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ⅱ) 해당 표지가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 및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
으로 표기된 것 역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며, 또한 ⅲ) 위의 표지 구성 중 “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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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식별부분에 해당하는데, 특히 “

”가

”가 원고의 상표②,④와 유사하며 해당 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되어 일반 대중이 혼동할 수 있고, ⅳ) 비록
“ ” 표지가 피고3의 보유 상표일지라도 그 지정상품이 의류·모자·신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ⅴ) 피고들의 해당 표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련 입증이 없는 바, 상표②,④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3) 피고1,2,3,4의 민사적 책임
기층인민법원은 크게 피고들의 연대책임 및 침해행위에 대한 영향 제거 책임 여부, 손해배상액
으로 나누어 설시하였다.
우선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2,3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ⅰ) 피고1은 계쟁
제품 생산자이자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15) ⅱ) 피고2는 계쟁제품을 판매한 징둥닷컴
(JD.com)

및 Tmall 플래그십스토자 운영자로 계쟁제품 판매행위가 인정되며,16) ⅲ) 피고3은

14)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2가 운영하는 Tmall 플래그십스토어(杰飞乐官方旗舰店)의 웹페이지 명칭 및 기타 위치에 “GFLA”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 역시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F, L, A” 스펠링이 원고
상표와 동일하지만, 영문자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이 자체가 원고 상표②,④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 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15)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ⅰ) 피고1은 계쟁제품 생산자이고, ⅱ) 타오바오 플래그십스토어의
매장명이 “ ”로 표기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中远gfla”, 회사명은 피고1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고, 계쟁제품에 “ ”가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ⅲ) 피고1의 홈페이지 역시 “ ”가 사용되었으며, 제품전시 페이지의 신발 옆에 해당 표지가 표기되어 있고, Tmall의
플래그십스토어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있어 피고1이 계쟁제품 생산·판매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16)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징둥닷컴(JD.com)과 Tmall 플래그십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쇼핑백, 포장상자에 “上海慧奔鞋业有
限公司”가 표기되어 있고, 이 회사의 전화번호, 쇼핑백과 포장상자의 디자인, 신발 모델 중 일부가 피고1의 것과 일치하지만,
“上海慧奔鞋业有限公司”는 독립적인 시장주체로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며, 바이룽신발쇼핑센터(百荣鞋城)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생산자·판매자가 피고1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의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피고1이 생산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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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침해행위 실시는 없으나, 피고1,2의 법인대표와 “飛樂(中國)有限公司” 이사를 맡은 바
있고 “GFLA杰飞乐” 상표의 권리자이며 그가 보유한 “ ” 상표가 원고 상표④와 유사하여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을 거절 받았던 바, 피고1,2와 공동으로 계쟁제품 생산·
판매·홍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ⅳ) 피고4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계쟁제품 판매에 참여했거나 계쟁제품 판매에 대한 고의성(过错)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민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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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기층인민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1,2,3에게 침해행위
영향 제거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기층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근거로 산정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17) 상표법 제63조와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4조에 의거하고
전리분쟁심리규정 제20조 제3항을 참조하여 심리하였다.18) 즉 피고1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브랜드는 총 3개인데 각 브랜드별 판매량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는 바, 기층인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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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ⅰ) 계쟁제품으로 발생된 이익이 피고1 영업이윤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세금·부가비용·관리비·판매비·재무비용을 뺀 다음 이를 3으로 나누어,
2015년과 2016년에 피고1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263.8만 위안을 산출하였다.19) 또한 기층
인민법원은 ⅱ) 피고1,2가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충분히 원고 상표의 인지도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둥닷컴, Tmall, 타오바오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매
되는 상품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ⅲ) 피고3이 2010년 7월 19일에 출원한 “ ” 표지는 원고의 상표④와 유사
하다는 이유로 “의류, 모자,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는데, 피고
1,2,3이 원고의 선 등록 “FILA” 상표를 알면서도 계쟁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쟁제품 생산·판매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이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
意明显)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므로 피고1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

하는 791만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판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기층인민법원은 ⅳ) 원고가

17)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쟁상품의 판매량·이윤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1의 2015년 및
2016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윤 산출을 요구하였고,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제출한 2015년도 기업 소득세 납부신
고 감정보고서와 2016년도 재무제표 및 이윤표가 비록 회계감사를 거치진 않았으나 더 이상의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18)해
 당상품회사(单位) 이윤의 배수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상품 이윤의 배수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 등록상표 상품의
회사(单位) 이윤을 참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리분쟁심리규정》 제20조 제3항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총 수 량과 각 침해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을 곱하여 얻어진 값의 누계치이다.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이윤에 따라 산정하고, 완전히 침해행위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의 경우 판매
이윤에 따라 산정한다. 참고로 전리분쟁심리규정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 전리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으로, 2001년 6월 19일에 제정되어 2013년 2월
25일에 1차 개정, 2015년 1월 19일에 2차 개정되었다.
19) 被告侵权所获得的利润=（营业收入-营业成本-营业税金及附加-销售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3
⇒ {3,385,832.73위안(’15년 영엽이익) + 4,529,135.29(’16년 영엽이익)}÷3 = 2,638,322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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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 저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켰다.20)
이에 불복한 피고1,2,3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베이징IP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1)

Ⅳ. 시사점

IP Insight

대상판결은 동종업계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오인·혼동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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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ⅰ) 계쟁 표지의 상표적 사용,
ⅱ) 계쟁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ⅲ) 일반대중의 혼동가능성, ⅳ) 피고들이 계쟁표지를
사용한 정당한 사유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여기에서 “계쟁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중국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호는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을 “문자의 모양(字形), 발음(读音), 함축적 의미(含义)나 도형의 구도(图形) 및 색깔 또는 각
요소의 조합 후 전체적인 구성, 입체적 형상이나 색깔의 조합”이 유사하고, “일반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그 출처를 원고의 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해석 제10조는 이러한 유사 판단 시 관련대중의 일반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를 전체적 비교 및 주요부분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고, 비교 대상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진행하되, 최종 유사여부 판단은 보호를 청구한 상표의 현저함(显著性)과 인지도 (知名度)
고려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사용한 표지 “GFLA”는 비록 원고의
“FILA” 상표와 비교했을 때 문자나 발음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

”가 조어

상표이고 더불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그 독창성과 현저함이 높으며 인지도 역시 인정
되는 바, 이와 유사한 디자인 구성으로 한 글자만 다른 “

” 표지를 원고 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피고3이 연이어 피고1,2의 법인대표를 맡고 “ ” 표지 출원이 원고 상표
와의 유사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상품 및 판매 플랫폼·홈페이지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는,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가 분명하며
20) 침
 해행위 저지 비용은 공증비 26,200위안, 공증사진 인화비 1,404위안, 국가도서관 검색인쇄비 1,322위안, 공증인증
번역비 460위안, 변호사 선임비 384,780위안으로, 지출된 금액이 청구 비용 41만 위안을 초과하므로 기층인민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한다고 설시하였다.
21) (2017)京73民终1991号 민사판결 (베이징IP법원 2018년 3월 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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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한 것에 속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과를 낳았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ⅱ)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 ⅲ) 상표사용허가비용의 배수, ⅳ) 앞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침해행위의 경과기간·범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은 2013년 상표법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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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통하여 고의 침해에 해당하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산출된 금액의 3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22)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위의 세 가지
요건(ⅰ,ⅱ,

ⅲ)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체적으로 네 번째 방식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 왔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증거제출에 소극적이자 원고는 피고1의 납세자료 및 재무자료23)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출을 주장하였고, 비록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는 아니었으나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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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영업이익을 산출하였다.24) 이전에는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실질적으로 꺼리는 경향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근거 마련이 어려웠던 게
다반사였다면,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거가 될법한 관련 재무자료를 참조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또 하나 이목을 끄는 점은
법원이 상표 관련 사안에서 《전리분쟁심리규정》을 인용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동 규정
제20조 제3항은 일반적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경우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하되, 침해행위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의 경우 “판매이익”에 따라 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침해
행위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25)
이처럼 본 사안은 유명상표를 모방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치인 3배를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고의 침해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상표법》 제63조 제1항. 본문 각주 18 참조.
23) 본문 각주 17 참조.
24) 《상표법》 제63조 제1항. 본문 각주 18 참조.
25) 《 전리분쟁심리규정》 제20조 제3항. 본문 각주 18 참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뿐 아니라 관리비, 판매비, 세금, 각종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반면, “판매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감한 금액이므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 산정 시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금액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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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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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표권의 속지주의(地域性) 및 주의의무(注意义务)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취소, 원심 판결 유지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 부정)

본 사안은 위탁생산 체결 하에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OEM 생산(定牌加工) 제품이 국내의 등록상표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하고 그 사용 표지 또한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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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상표권의 속지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성(地域性)”에 의하여, 피고가 생산·수출한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이에 사용된 표지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할지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요지

반면 항소심 법원은 상표권의 효력 범위가 “지역성(地域性)”에 의하여 중국 내로 국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의의무(注意义务)”와 “회피의무(避让义务)”의 수반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의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피고의 계쟁제품 생산·수출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와 달리 재심 법원은, 피고의 계쟁제품 생산·수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미쳤다할만한 충분한
입증이 없고,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의 판결을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원고가 지급받아 이미 “주의의무
(注意义务)”가 이행된 바, 이를 상표법 의의상의 침해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최근 해외 직구나 역직구가 점차 활발해지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OEM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조할만한
판례라 할 수 있겠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3 심 (재 심)

원고: 창쟈진펑 동력기계社

항소인: 창쟈진펑 동력기계社

재심신청인: 상하이 디젤기관社

피고: 상하이 디젤기관社

피항소인: 상하이 디젤기관社

피신청인: 창쟈진펑 동력기계社

법원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
(常州市中级人民法院)

쟝쑤성 고급인민법원
(江苏省高级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사건번호

(2014)常知民初字第1号

(2015)苏知民终字第00036号

(2016)最高法民再339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4년 제소)

2015년 12월 18일

2017년 12월 28일

판결결과

원고 패소

원고 승소, 원심 판결 취소

항소심 판결 취소,원심 판결 유지

당사자

[ 원고의 등록상표 제100579호 ]
제7류 : 디젤기관

관련 지재권

상표법

제52조 제1호

(2001년 개정)

상표법
(2001년 개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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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호
제204호 제2항
제56조
제207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2호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해외수입상이 보유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수입상의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 로컬기업이 위탁·가공한 제품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나, 해당 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표 사용이 국내 등록상표 침해에

CHINA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과 함께 관련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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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창쟈진펑社(이하
제624089호(이하

원고)는

상표②)

제7류 디젤기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100579호(이하

상표①),

“东风”(동풍) 상표의 권리자이다.1) 상표①은 1962년에 등록된 이

후 60여년에 걸쳐 사용되면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1992년
부터 2013년까지 상하이시 공상국이 인정하는 저명상표(驰名商标)로지정되었고,2) 2000년에는
중국 상표국이 인정하는 저명상표로 지정되었다.3)

1) 원고의 정식명칭은 “상하이 디젤기관 주식유한공사(上海柴油机股份有限公司)”로, 1947년 4월에 설립되어 디젤기관 R&D,
생산 및 판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아래와 같다.

상표①
(제100579호)

상표②
(제624089호)

1962년 8월 1일 등록 (유효기간 1962년 8월 1일~1982년 7월 31일)
- 제1류 : 디젤기관(수출상품) / 제41765호
1983년 5월 1일 등록
- 제7류 : 디젤기관 등
1992년 1월 9일 출원, 1992년 12월 30일 등록
- 제7류 : 디젤기관, 내연기관 부품 등

상표①은 1962년 8월 1일 중앙공상행정관리국에서 디젤기관(수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41765호” 상표로 등록받은
이후, 1970년 1월 7일에 중국 당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하여 청산되었다가, 디젤기관을 지
정상품으로 하는 “沪工商标字제0490호”로 등록되었다. 이후 1981년 5월 1일에 다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제100579호”
상표로 등록되었다. 위의 제41765호, 제0490호, 제100579호 상표는 모두 “东风+그림”으로 구성된 동일상표다.
2) 중국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및 저명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지칭하며, 주지상표(周知商标)라고도 한다. 저명상표의 경우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 관련규정으로는 2003년 4월 17일에 반포된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이 있으며,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유관기관으로는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있다.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203, 210면
3) “ 东风” 상표는 2000년 9월 27일에 저명상표로 지정되었으며(상표①,②), 2005년에는 원고가 생산하는 다기통 엔진이 중국
유명브랜드 제품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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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①

상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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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원고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에 제7류 디젤기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东风”
상표 출원을 시도하였으나, 1987년 1월 19일에 현지기업 PT. Adi Perkasa Buana(이하 PT.Adi社)가
등록한 동일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1962년에 중국에서 처음
등록된 이래 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되었으며, 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해당 상표의 디젤기관이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수출되어온 바, PT.Adi社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에 등록한 10개의 관련 상표는 악의적
선점 상표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2007년 10월에 자카르타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
를 기각하자, 원고는 다시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PT.Adi社의 관련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PT.Adi社는 동 법원에
다시 상소하였고, 2009년 4월 대법원이 PT.Adi社의 “东风” 상표 선등록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은 취소했던 PT.Adi社의 관련 상표 10개를 회복시켰다.4)
2009년 12월, PT.Adi社는 원고의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반소로 맞섰으나, 자카르타 법원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각각 2010년 6월 및 2010년 11월에
이전 판시사항과 동일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결국 2011년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었던 원고의 “东风” 상표는 2011년 2월 11일에 취소되었다.5)
상하이 디젤기관社(이하 피고)는 2003년 12월 17일에 설립되어 디젤기관 및 부품 등을 제조
4) (1심) 47/Merek/2007/PN.Niaga.Jkt.Pst, (2심) 249K/Pdt.Sus/2007, (3심) 102PK/Pdt.Sus/2008
2007년 10월 9일,자카르타법원은 PT.Adi社가 중문상표 “东风”의 선등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2008년 2월 19일 대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1962년 8월
1일에 중국에 등록된 이래 세계 10여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임을 인정하며, PT.Adi社가 불법적으로 등록한 “东风” 상표의
어휘와 발음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므로 PT.Adi社의 관련 상표 10개 취소를 판시하였다. 이에 PT.Adi社는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였고, 2009년 4월 29일 대법원은 “DONGFENG(东风)” 상표가 PT.Adi社의 소유로, 원고의 “东风” 상표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저명상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원고와 PT.Adi社의 상표를 모두 인정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5) (1심) 85/Merek/2009/PN.Niaga.Jkt.Pst, (2심) 769K/Pdt.Sus/2010
2 009년 12월, PT.Adi社는 자카르타 법원에 원고의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PT.Adi社의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으나, 2010년 6월 16일 자카르타 법원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PT.Adi社의 소송
청구를 지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결국 2011년 2월 11일에 원고의 “东风” 상표(IDM000167428)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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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이다.6)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东风”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한 디젤기관 736대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해명하고,
2008년 11월 17일에 원고에게 10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향후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보충협의서(补充协议书)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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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일, 피고는 인도네시아 기업 PT.Adi社가 보유한 “DONGFENG(东风)” 상표와
표지(증서번호: IDM000089328)를 바탕으로 디젤기관 및 모듈을 생산하고 수출하되,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만 판매될 수 있다는 위탁서를 체결하였다. 해당 위탁서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9일까지이다.

7)

피고의 사용상표 및 계쟁제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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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상표
(인도 PT.Adi社의 등록상표)

피고가 생산한 계쟁제품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허가 없이 디젤기관 등의 상품에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무단사용하고 대량의 “东风” 브랜드 위조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8)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액 105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24일에 창저우 해관(海关)에
자신의 제품들이 압류되었지만 침해물품임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반출된 바 있고,9) 자신들은
위탁자PT.Adi社가 제공하는 상표를 바탕으로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을 하였을 뿐이며,
더욱이 해당 제품은 모두 수출품목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으므로, 중국 상표법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6) 피고의 정식명칭은 “쟝쑤 창쟈진펑 동력기계 유한공사(江苏常佳金峰动力机械有限公司)”로, 2003년 12월 17일에 설립되어
디젤기관 및 부품·농업기계·발전기세트·펌프·금속절삭공구 제조 등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7) 이미지 출처 : https://m.v4.cc/News-763350.html (2018.04.27. 15시 방문
8) 중 국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해관(海关)은 우리나라의 세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국가의 세관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
되는 것을 막는 국가조치를 취하는데, 중국의 경우 상표권, 판권(우리나라의 저작권에 해당)뿐 아니라 전리권(특허·실용신안)을
침해하는 화물이 수입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수출 역시 이러한 국경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중국” 2014, 27면, 142면, 147면. www.ip-navi.or.kr/guidebook/guidebookPdf.
navi?guide_cod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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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0)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의 “지역성(地域性)”으로 인해 피고가 취급하는
계쟁제품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표권은 “지역성(地域性)”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만 그 권리가 보호되는데, 피고가 제조한 “东风”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입상의 발주로

IP Insight

위탁가공된 것이며 제품 전량이 해외에서 판매되므로, 상표권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다. 즉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상표법 의의상의 상표사용행위가
전제되어야하며, 상표의 기본 기능인 상품·서비스 출처의 식별기능이 훼손되어 일반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해야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데, 피고의 “东风” 상품의 경우 중국
상표법상의 보호범위인 상품 출처 기능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쟝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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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1)
쟝쑤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피고의 “东风” 표지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과
함께, 원고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및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선고
하였다.12)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13) ⅰ) 일반적으로 가공기업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전량 수출할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해외 위탁자가 제공한 상표에 대하여 국내 가공기업이 심사 또는 주의의무
(注意义务)를

다하였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해외 위탁자가 등록상표 전용권 또는 합법적인

상표사용권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심사나 검토를 진행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가공기업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위탁가공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고 민사적
10) (2014)常知民初字第1号 민사판결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선고.)
11) (2015)苏知民终字第00036号 민사판결 (쟝쑤성 고급인민법원 2015년 12월 18일 선고.)
12) 중국 《상표법》(2001년 개정) 제13조 제1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상표등록 출원이 타인의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13조 제2항은 “동일·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출원한 저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로, 일반대중을 오인케 하고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표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고
 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하기에 앞서,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이란 위탁가공(来料加工), 수탁가공(来样加工),
위탁조립(来件装配) 과정에서 국내 가공기업이 해외상표권자 또는 상표사용권자의 위탁을 받아 그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가공
하고, 위탁자가 제공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전량 해외로 납품한 뒤 약정된 내용에 따라 가공비를 받는
국제무역 형태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이러한 위탁·가공 과정 중, 국내 가공기업이 위탁받아 생산한
제품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고 부착한 표지 역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이러한 표지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밝히며, 2007년에 제기된 (2007)苏民三终字第0034号
LACOSTE 사건 및 2012년에 제기된 (2012)苏知民终字第0297号 SOYADA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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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본 사안이 2013년에 개정된 중국
《상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13조가 《파리협약》 및 《TRIPs》의 관련규정과 부합한다고 부연하면서,14)
ⅱ) 해외기업이나 개인이 저명상표 같은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한 국내 상표를 악의적
으로 해외에서 선점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외 위탁자의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
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해외 위탁자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상표권자의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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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미치게 되므로, 한층 높은 주의의무와 회피의무(避让义务)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비록 PT. Adi社의 발주에
근거하여 계쟁제품을 생산하고 전량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 에
해당되는 건 인정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원고의 “东风”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를 사용하여 위탁생산을 수행한 것은, 주의의무 및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의 이익에 실질적 손해(实际性损害)를 미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15) 이에 불복한 피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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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6)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피고가 위탁생산 및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东风” 표지는 원고가 아닌 인도네시아 PT.Adi社를 지칭하는 것이며, 원고의 등록상표
가 중국 내에서 정상적인 식별기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대중의 오인·혼
동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7) 즉 최고인민법원은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이란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국제무역의 형태인데, 피고가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다하지 않아 그 위탁
가공 행위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반박하는 게 아닌
14) 중국 《상표법》(2013년 개정) 제7조 제1항은 “상표의 등록출원과 사용은 마땅히 신의성실의 원칙(诚实信用原則)을 준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13조는 “관련 대중이 숙지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해당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여겨
질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유명상표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
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하거나 유명상품을 번역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등록을 허가하
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유명상표의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는 국내 가공업체로 침해물품의 종류·수량·품질·상표사용 등은 해외거래처가
발주하는 것이며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이윤은 단지 가공비일 뿐이고, 해당 제품들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어 실질적으로
원고의 국내 시장점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충협의서의 보상금
10만 위안과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원고가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판시하였다.
16) (2016)最高法民再339号 민사판결 (최고인민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
17)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상표사용(商标使用)”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 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홍보·전시·기타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
였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상표의 본질적인 속성은 식별성(识别性)과 지시성(指示性)이며,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 또는 서비
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으로, 출처를 구분하거나 식별에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
될 수 없으며, 상표법 의의상의 침해행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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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ⅱ) 피고가 위탁가공업체로서 PT.Adi社의 발주를 받을 당시 이미 관련 증서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이 해당 상표권을 원고에게 귀속
된다고 판시했을 당시 이미 원고와의 보충협의서 체결을 통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였기에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다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항소심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ⅲ) 상표의 기본 기능이

IP Insight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임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일반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상품 표지 자체가 아닌 해당 표지가 내포하고 있는 상품 및 품질에 대한 식별기능이라고 강조
하였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국제무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의
“东风” 제품 생산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상표법 의의상의 침해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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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대상판결은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 제품이 국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고 그 사용한 표지 역시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상표 침해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안이다.18) 본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상표 침해 사건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사용표지의 동일·유사 여부를 다투는 것과 달리,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성(地域性)”과,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의의무(注意义务)”
및 “회피의무(避让义务)”가 제시되었다.
우선 상표의 “지역성(地域性)”이란 중국 상표권이 지닌 특징 중 하나로,19) 상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적 제한 범위를 의미하며,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 상표권의 “지역적
효력”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중급인민법원은 상표의 기본 기능인 상품·서비스 출처의 식별
기능을 바탕으로, 피고가 생산한 계쟁제품 전량이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피고가 생산한 계쟁
제품에 사용된 표지는 상표의 “지역성(地域性)”에 의하여 국내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중급인민법원은 위와 같은 사용 행태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국내
수요자의 식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표법 의의상의 상품출처 혼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8) 고급인민법원이 판시한 항소심 판결은, 2016년 4월 8일에 상하이 지식재산권 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중국 10대 연구
가치를 보유한 지식재산권 재판 사례(2015年中国十大最具研究价值知识产权裁判案例)”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9) 중국상표권의특징에는 독점성(独占性), 시효성(时效性), 지역성(地域性), 재산성(财产性), 유별성(类别性)이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상표권의 독점배타적 권리,시간에 따른 실효성, 속지주의원칙에 따른 지역적 효력, 자산으로서의 가치, 지정상품에
국한된 권리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https://baike.baidu.com/item/%E5%95%86%E6%A0%87%E6%9D%83/1230188?fr=aladdin 참조 (바이두백과,
2018.03.08. 14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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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급인민법원은 위와 같이 상표법 의의상의 식별기능 미비로 비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고가 “주의의무(注意义务)”와 “회피의무(避让义务)”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의의무”란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 신중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무 개념에 해당하며,
“회피의무”는 해당 행위로 말미암아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손해가 초래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

CHINA

가급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를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칭한다. 고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东风” 상표 저명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침해하지 않겠다는 보충협의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당사자의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계쟁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와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
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주목할 점은 최고인민법원 역시 고급인민법원과 마찬가지로 OEM 방식(定牌加工)으로 생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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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경우, 주의의무 및 회피의무를
다하여야만 상표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은 인정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및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동 법원은 피고가 PT.Adi社의 위탁
가공을 수락하였을 당시,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东风” 상표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고, 인도네시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PT.Adi社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당시에도 원고와 보충협의서 체결을 통해 보상금 10만 위안을 지불하는 등의 주의의무 및 회피
의무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东风”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실질적 손해(实际性损害)”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처럼 최고인민법원은 피고가 위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이 본 판결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국제무역의 형태인 지정브랜드 OEM 생산(定牌加工)과
관련하여, 상표법 의의상의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로
손꼽힌다. 특히 향후 더욱 빈번해질 국제통상 환경에서 참조할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현지기업이 상표권의 “지역성(地域性)”을 남용하여
해외에 등록된 동일·유사상표 또는 악의적 선점 상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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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 상표권 무효 여부에 따른 하급심 침해 판결
소급적용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IP Insight

쟁점

1. 지명을 포함한 등록상표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하여 무효 선고 대상 및 상표권 침해에 속하는지 여부
2. 등록상표 무효화가 인정될 경우 하급심 판결 소급적용 기준
(무효선고 시점, 판결 기 집행(判决已执行) 시점)

판시사항

피고의 “澳门豆捞”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항소심 판결 파기, 원고의 소송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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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심급

당사자

법원
사건번호

1심 · 2심에서는 원고의 “澳门豆捞” 상표가 지명을 포함한 명칭일라도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显著性)을
취득한 반면, 피고의 “澳门豆捞” 표지 사용은 정당한 선의적 사용(正当·善意使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최종심에서는 “澳门豆捞” 상표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하므로 “요식업”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 무효를 선고한다는 행정결정을 인용하여, 무효선고 당시 1심 판결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무효
재정(裁定)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상표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한 사례이다.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3 심 (재 심)

원고: 저쟝 카이쉬안먼
마카오도우라오社

항소인: 훈춘시 트렌드
마카오도우라오社

재심신청인 (피고·항소인 개명)
: 훈춘시 딩후이펑충칭라오훠궈성

피고: 훈춘시 트렌드
마카오도우라오社

피항소인: 저쟝 카이쉬안먼
마카오도우라오社

피신청인: 저쟝 카이쉬안먼
마카오도우라오社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
(延边朝鲜族自治州中级人民法院)
(2015)延中民三知初字第2号

지린성 고급인민법원
(吉林省高级人民法院)
(2015)吉民三知终第90号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2017)最高法民再262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5년 제소)

2015년 12월 28일

2017년 12월 27일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원심·항소심 판결 취소

[ 원고의 등록상표 ] 제43류 : 요식업
관련 지재권
상표① : 제7807426호
상표법1)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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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7호
제59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상표분쟁사법해석 2)
제1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사법해석
제59조

상표② : 제8956088호
상표법

제60조
제1항
민사소송법에 관한 의견 제40조
민사소송법사법해석 제59조

상표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제207조 제1항

Ⅰ. 사건의 쟁점

1)2)

본 사안은 지명을 포함한 등록상표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 권원의
상실로 인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와 그 소급적용 기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CHINA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무효화 되었고, 무효재정(裁定) 선고 당시 1심 판결 내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
았으므로, 상표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선고 소급적용 및
정당한 권원 상실에 따라 하급심의 상표권 침해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카이쉬안먼 마카오도우라오社(이하
(마카오도우라오)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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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1998년에 설립되어 2004년부터 “澳门豆捞”

3)

사명과 훠궈 매장 브랜드로 사용해온 기업으로, 10여 년간 중국 전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7월 7일과
2014년 3월 21일에 제43류 요식업 등을 지정상품으로하는 “澳门豆捞”(이하 “상표①”), “澳门豆捞
MACAODOULAO”(이하 “상표②”) 상표를 등록받았다.4)
2014년 5월 22일 본 사건 제3자는 원고의 상표①,②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상표
평심위원회가 상표①,② 등록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자,5)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중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3차 상표법(2013.8.30.
개정)이다.
2)상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 분쟁 안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人民
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2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법원이공포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3) 일명 중국식 사부사부로, 야채·고기·해산물·면류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데쳐먹는 중국 전통 음식이다.
4)원고 “저쟝 카이쉬안먼 마카오도우라오 홀딩스 그룹 유한공사(浙江凯旋门澳门豆捞控股集团有限公司)”는 1998년 10월에
설립되어 소매·포장식품·담배·훠궈·가라오케·족욕·보드게임·요식업 운영·기업 마케팅 기획·요식업 관리 및 자문서비스 등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상표①

출원번호 제7807426호 (2009년 11월 3일 출원, 2012년 7월 7일 등록)
- 제43류 : 차
 관(茶馆), 의자·테이블·테이블보 및 유리그릇 대여, 동물양육, 회의실 임대,
바(Bar), 카페, 어린이집, 양로원,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상표②

출원번호 제8956088호 (2010년 12월 15일 출원, 2014년 3월 21일 등록)
- 제43류 : 음식점, 의자·테이블·테이블보 및 유리그릇 대여, 동물양육, 회의실
임대, 칵테일파티 서비스, 바(Bar), 숙박예약, 어린이집, 양로원,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기숙사)

5) 商
 评字[2015]第32972号 《제8956088호 “澳门豆捞” 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재정서》
商评字[2015]第32973号 《제7807426호 “澳门豆捞” 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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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베이징IP법원은 “豆捞”가 홍콩·마카오 지역에서 유행하는 훠궈를 지칭하는
약칭으로, 설령 “澳门”(마카오)라는 한정어가 붙어있어도 요식업서비스에서의 현저함(显著性)이
부족하다며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선고하였다.6) 이에 불복한
원고와 상표평심위원회는 항소하였으나, 2016년 4월 26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상표①의
구성요소 중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가 요식업에서 사용되는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하며
왼쪽의 개선문 형상 도형은 일반대중이 요식업에서 여타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와 식별하기엔

IP Insight

현저함이 부족하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환송하였다.7)
2016년 6월 24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①,②의 등록 무효 여부를 다시 심리(重审)한 결과,
“음식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만 유지한다는 “제884호·제885호
재정”을 선고하였고,8)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베이징IP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9)
한편 원고는 2015년에 트렌드 도우라오社(이하 “피고”)가 중국 동북지역의 훈춘시에서 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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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며 간판과 홍보 그리고 사명에 “澳门豆捞” 문자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10)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11)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운영·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澳门豆捞” 문자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
하는지와 원고 상표①,②의 적법성·효력 문제가 쟁점이었으며,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
(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권 침해 금지를 명령하고,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우선 중급인민법원은 원고 상표①,②의 적법성·효력과 관련하여, 비록 “澳门”이 마카오라는
지명의 중문명이고 “豆捞”는 마카오 지역의 덕담으로 사용되는 “都捞”(도우라오)의 동음이의어이자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중국 상표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권을 보유한 기구로,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1983년 8월 11일 설립되어 상표국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이의결정불복심판, 무효 및 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을 관할한다.
6) (2015)京知行初字第3585号 행정판결 (2015년 11월 23일 베이징IP법원 선고.)
베이징IP법원은 2009년 6월 1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이 선고한 (2009)高行终字第502号 행정소송 종심판결 (이하
“제502호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하였다.
7) (2016)京行终2147号,

2158号 행정판결 (2016년 4월 26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선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년 9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해당 상표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2016)最高法行申1848号, 2092号 행정재정서를 선고하였다.
8)제884호 재정: 商评字[2015]第32972号重审第884号 《제8956088호 “澳门豆捞”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재정서》
제885호 재정: 商评字[2015]第32973号重审第885号 《제7807426호 “澳门豆捞”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재정서》
9) 본 행정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 당시 여전히 심리 중인 상태였다.
10) 피고 “훈춘시 트렌드 마카오도우라오(珲春市时尚澳门豆捞城)”는 2015년 5월 25일에 설립된 요식업 회사로, 2016년 8월
15일에 사명을 “훈춘시 딩후이펑 충칭라오훠궈성(珲春市鼎汇丰重庆老火锅城, 항소인)”으로 변경하였다.
11) (2015)延中民三知初字第2号 민사판결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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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살짝데쳐 건져먹는 “훠궈”를 의미하는 단어로 결국 “澳门豆捞”는 지명상표(地名商标)에
해당하지만,12) 원고의 장기간 사용에 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현저한 특징(显著性特征)을 취득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었고, 제3자가 상표①,②를 대상으로 청구한 무효심판은 아직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바 본 사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9
조가 규정하는 소송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3)

CHINA

더불어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의
간판 및 홍보와 사명에 “澳门豆捞”를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용(正当使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14) 우선 중국인민법원은ⅰ) 피고가
사용한 것과 같은 이러한 “지명상표(地名商标)”는 소재지나 상품의 원산지 출처 또는 선의(善意)로
기업명 또는 주소에 사용할 경우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소재지가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린성 훈춘시인 바, 마카오의 중문명에 해당하는 “澳门”을 사용할만한 사유, 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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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산지가 마카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제출이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중급인민
법원은 ⅱ) 피고가 간판 및 홍보와 사명에 사용한 “澳门豆捞”는 원고의 상표①,② 및 원고의
가맹점들이 간판으로 사용하는 “澳门豆捞”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여 일반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수 있는 바, 상표권자인 원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요식업에
사용한 피고의 행위는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15)
마지막으로 중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표허가사용비(商标许可使
用费)”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16) 즉 중급인민법원은 2014년

12) 법원은 “豆捞”(도우라오)가 동음이의어 “都捞”(도우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捞”는 마카오 지역에서
“부자 되세요, 운수대통하세요”라는 덕담의 의미이자, “건지다”라는 의미로 훠궈를 먹는 방식 중 일종에 해당한다.
13) 《민사소송법》 제150조 :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중지(中止)한다.
(1) 일방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표명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일방당사자가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법정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일방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소멸하였으나 아직 권리의무승계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일방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5) 본안이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건이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소송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황.
소송중지의 원인이 소멸된 후 소송은 회복된다.
14) 《상표법》 제59조 제1항은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 명칭·도형·모델과 상품의 품질· 주재료·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하여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조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字号)로 하여 동일·유사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오인케 하는 경우 상표법 제52조 제5호가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에 기타 손해를
미치는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동 조항에서 명시한 상표법 제52조 제5호는 2013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57조 제5호에 해당하며, “자호(字号)”란 상호에 해당하는 기업명칭(企业名称)의 고유명사 부분으로, 중국의 《기업명칭등
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시 기업명칭은 행정구역명칭을 포함한 ‘자호(또는 상호)+업종 또는 경영특징+조직형태’
순서로 정해야한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상호”로 표기한다. 《상표법》 제57조 제7호는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중국의 “상표허가사용비(商标许可使用费)”는 우리나라의 상표사용 로열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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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맹점이 5년 기준 108만 위안(약 1억 7,600만 원)의 가맹비를 지불한 점,17) 피고의 침해행위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점, 피고의 영업장 면적 및 매장 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였다.18) 이에 불복한 피고는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2.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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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소송을 중지해야 하는지, 원고가 소권을 남용했는지, 피고의 “澳门豆捞” 사용이
정당·선의(正当·善意) 사용에 해당하는지, 원심에서 절차상 위법 여부가 있었는가가 쟁점이었
으며,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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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본 사건 제3자가 청구한 무효
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2015년 11월 23일 베이징IP법원이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선고한 재정을 바탕으로 소송 중지를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베이징IP법원이 상표①,②에 대한 등록 취소 및 무효를 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두 상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본 소송이 원고의 소권 남용(诉权滥用)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법원과 행정기관에 동시에 구제를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아직 훈춘시
공상국에서 해당 접수가 신고·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가 반드시
한 가지 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 바20) 소권 남용(诉权滥用)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澳门豆捞” 사용이 정당하고 선의(善意)적인 사용에 해당한
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호와 광고 및 간판에 사용된 피고의 “澳门豆捞” 표현방식이 원고의 중
국 전역 가맹점 간판과 유사하여 일반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는 선의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17) CNY 1 = KRW 163.75 (2018.10.25. 네이버환율)
18) 《상표법》 제63조 제1항은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사용허가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서 1배 이상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
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2015)吉民三知终第90号 민사판결 (지린성 고급인민법원 2015년 12월 28일 선고.)
20) 《상표법》 제60조 제1항은 “본 법률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공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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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 진행 당시 원고는 개인사업자이자 현 피고의
경영주를 피고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급인민법원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
집조21)에 명시된 주체를 당사자로 한다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의견》 제40조에 의거하여 피고
당사자를 현 피고로 변경한 것이다.22) 고급인민법원은 이러한 처사가 비록 명확한 해석 없이

CHINA

당사자를 변경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3.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3)
재심에서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심결한 “제884호·제885호 재정”(裁定)이 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24) 최고인민법원은 음식점 서비스에 대한 상표①,②의 무효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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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재정이 상표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1심과 2심 판결이 그 판단
근거인 정당한 권원을 상실한 바,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25)
중국 상표법 제47조 제2항은 무효선고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조항으로, 등록상표가 무효선
고되기 전에 집행된 법원의 상표권 침해 사건 판결·재정·조정서 또는 상공행정관리 부서의
행정결정 등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6) 최고인민법원은 본 규정을 바탕으로,
제884호·제885호 재정이 상표①,②의 음식점 서비스에 대한 등록 무효를 선고한 시기는

21) “영업집조(营业执照)”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한다.
22) “민사소송법에 관한 의견”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으로, 1992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15년
2월 4일에 폐지되었다. 이후 민사소송법사법해석, 즉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最
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이 2014년 12월 18일에 제정되어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
되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 법률 개정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23) (2017)最高法民再262号

민사판결 (최고인민법원 2017년 12월 27일 선고.)
24) 앞서(본문 각주 8 참조) 상표평심위원회는 2016년 4월 26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행정판결에서 상표①,② 등록을
유지한다는 심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무효 여부를 다시 심리(重审)하였고, 2016년 6월 24일에 “음식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 등록을 유지한다는 “제884호 재정, 제885호 재정”을 선고한 바 있다.
25) 《상표법》 제47조 제1항은 “본 법률 제44조·제45조 규정에 따른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는 상표국에서 공고하며, 당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상표법 제44조와 제45조는 등록상표 무효선고 요건으로,
제44조는 동 법률 제10조(상표등록 제외요건), 제11조(상표 부등록 사유), 제12조(입체표지 제한요건) 규정 위반 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한 무효 조항에 해당하며, 제45조는 동 법률 제13조 제2항과 제3항(저명상표 복제·
위조·사칭), 제15조(대리인 권리남용, 미등록 선사용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 제16조 제1항(지리적 표장), 제30조(선등
록권원 충돌), 제31조(복수당사자 출원), 제32조(선사용상표 무단선점) 규정 위반 시에 대한 무효 조항에 해당한다.
26) 《상표법》 제47조 제2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은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진행 및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판결·재정·조정서와 상공행정 관리부서가 진행 및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의 양도 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상표 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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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4일이고, 1심 판결내용이 집행 완료된 시기는 2017년 3월 21일이므로, 무효선고
후 미 집행된 판결에 대하여 위의 두 재정이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27) 또한 최고인
민법원은 이러한 소급적용은 상표권자·실시권자·상표양수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무효선고로 인한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단 무효선고 시점 확정 시 재정
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재정송달일이 아닌 재정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28) 만약 무효선고
시 판결 기 집행(判决已执行) 상태일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정을 위하여

IP Insight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29)

Ⅳ. 시사점
대상판결은 상표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지명을 포함한 상표(地名商标)가 통용명칭(通用名称)을
이유로 무효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소급적용에 따른 침해판결의 권원 상실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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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사안이다.
“통용명칭(通用名称)”은 크게 법정 통용명칭(法定的通用名称)과 관습에 의한 통용명칭(约定俗成
的通用名称)으로

구분된다. 법정 통용명칭은 법률이 규정한 일반 명사 또는 국가표준·업계표준이

규정한 명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관습에 의한
통용명칭은 보편적으로 일반대중이 해당 유형의 상품을 대체하여 지칭하는 명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관용명칭”에 해당하는 개념이다.30)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가 “澳门”
(마카오)라는

지명을 포함하고 홍콩·마카오 지역에서 “豆捞”(건져먹는 음식, “훠궈”)라는 의미로 통용

되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어 통용명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장기적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상품 출처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최종심
에서는 중간에 상표평심위원회가 원고의 상표①,②에 대하여 무효 선고한 제884호·제885호
재정을 인용하여 앞선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급적용하고, 정당한 권원 상실을 이유로 “澳门豆捞”
상표 침해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본 사안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선고한 제884호·제885호 무효 재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무효선고 시점 및 판결 기 집행 시점(判决已执行)을 먼저 확정하
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무효선고 후 상표침해판결·조정서·상표침해분쟁처리결정·상표사용허가
계약·상표권양도계약 등이 기 집행된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 유지·안정화를 위하여
27) 1심 법원이 (2016)吉2404执恢51号 집행결안통지서(执行结案通知书)를 선고하였고 2017년 3월 21일에 모든 집행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2017년 3월 21일이 1심 판결 집행완료 시점이 된다.
28) 본 사안에서 재정선고일(无效作出日)은 2016년 6월 24일이고 재정송달일(送达日)은 2016년 7월 7일이므로, 재정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일의 시간 격차가 발행하게 된다.
29)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기 집행(判决已执行)”이란 판결이 확정한 집행내용이 이행 완료되고 판결이 확정한 권리자의 이익이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0) 자세한 내용은 IP-NAVI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가 보통명칭 및 관용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Seq=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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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심결 효력을 소급적용하지 않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상표권자나 실시권자, 상표 양수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효선고로 인한 부당이익을 방지한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시점 확정 시 “대외성(对世性), 확정성(确定性), 법률적 의미상의 시점(法律意义的时间点)”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대외성이란 일반 사회 대중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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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며, 확정성이란 하나의 확정된 시점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상황이나 기타 당사자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변동될 수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법률적 의미상의 시점을 통해 가급적 무효결정
(决定)

또는 재정(裁定)이 소급력(追溯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시점 확정과 관련하여, 무효가 선고된 재정선고일(作出日)과
재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재정송달일(送达日) 중 재정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만약 재정송달일을 기준으로 삼을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경우 선고일로부터 송달일까지의 시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거나 집행을 지연시킴으로써 무효선고 소급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재정선고일을 무효 선고 시점
기준으로 할 경우 대외성, 확정성을 갖출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소급력 적용 기회가 증대되는 바,
이는 공정한 결과를 낳는 동시에 본 사안에 적용된 《상표법》 제47조제2항이 구현 하고자 한
공평하고 질서 있는 협조(协调)와 형평성(平衡)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의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설시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상표의 무효선고 시기에 따라 상표권 침해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소급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중국 내 상표 출원 시 해당 문화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통명칭
화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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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의 “광고적 상표 사용”에 의한 희석화 침해를 인정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 “老干妈” 상표권 침해 사건 1)2)3)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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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명상표 제품을 재료로 한 상품에 특징을 묘사하는 명칭으로 해당 상표 사용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상표권 침해 인정)

판례요지

맛을 묘사할 목적으로 재료로 사용된 저명상표 제품명을 차용하였을지라도, 해당 상표가 포장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을 경감시키고 시장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구이양 난밍 라오깐마 식품 유한공사

항소인: 구이저우 용훙 식품 유한공사

피고1: 구이저우 용훙 식품 유한공사
피고2: 베이징 어우상 마트 유한공사

피항소인: 구이양 난밍 라오깐마 식품 유한공사

법원

베이징 IP법원
(北京知识产权法院)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北京市高级人民法院)

사건번호

(2015)京知民初字第1944号

(2017)京民终28号

판결일자

2016년 8월 22일

2017년 4월 24일

판결결과

원고 패소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당사자

관련 지재권

[원고의 등록상표] 제30류 : 콩 발효소스(豆豉)
- 좌 : 제2021191호 (상표①)
- 우 : 제1381611호 (상표②)
상표법 1)

참조법령

제57조,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호
민법통칙
제118조
상표분쟁사법해석 2)
제17조, 제21조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3)
제2조 제1호
제9조 제2항

상표법

제13조, 제48조, 제59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항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항
침권책임법
제2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중국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3차 상표법
(2013.8.30.개정)이다.
2) 상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 분쟁 안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人民
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2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3)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저명상표 보호에 미치는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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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저명상표 제품이 재료로 사용된 상품에, 맛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해당 저명상표의
명칭을 기재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CHINA

Ⅱ. 판시사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생산하고 피고2가 판매한 계쟁제품에 사용된 “老干妈味”
(라오깐마맛)이란

문구가 저명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1,2에게 즉각적인 침해행위

금지 및 피고1에게 손해배상액 3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라오깐마社(이하 “원고”)는 제30류 소스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제2021191호(이하 “등록
상표①”)와 제1381611호(이하 “등록상표②”)의 권리자이다.4) 등록상표①은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걸쳐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지정된 바 있다.5)
2015년 9월 14일, 원고의 위탁대리인은 공증인과 함께 베이징에 소재한 어우상 마트(이하 “피고2”)
에서 소고기 육포(牛肉棒, 이하 “계쟁제품”)를 개당 24.8위안에 구입하고 피고2의 직인이 찍힌 영수
증을 수령하였다.6)
계쟁제품 포장 앞면에는 피고의 보유 상표 “牛头牌+그림”(이하 계쟁상표)과 함께 중간 부위에
“老干妈味”(라오깐마맛)이란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포장 뒷면에는 “老干妈味牛肉棒”(라오깐마맛
관
 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驰名商标保护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9년 4월 22일에
발표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해석은 저명상표에 관한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민사소송법》 등의 유관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하였으며, 크게 저명상표의 개념, 저명상표 사법인정 적용의
범위, 인정 요소, 입증책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court.gov.cn/zixun-xiangqing-62
4) 원고의 정식명칭은 “구이양 난밍 라오깐마 식품 유한공사(贵阳南明老干妈风味食品有限责任公司)”로, 1997년에
설립되어 식품 및 소스 등의 생산·판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등록상표①

출원번호 제2021191호 (1998년 4월 13일 출원, 2003년 5월 21일 등록)
- 제30류 : 콩 발효소스(豆豉), 고추장, 튀긴 고추기름(炸辣椒油) 등

등록상표②

출원번호 제1381611호 (1998년 12월 30일 출원, 2000년 4월 7일 등록)
- 제30류 : 콩 발효소스(豆豉), 고추기름(油辣椒), 고추장(酱辣椒), 훠궈소스 등

5) 중국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및 저명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지칭하며, “周知商标”라고도 한다. 저명상표의 경우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 관련규정으로는 2003년4월 17일에 반포된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驰名商标认
定和保护规定)》이 있으며,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유관기관으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있다.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203, 210면
6) 피고2의 정식명칭은 “베이징 어우상 슈퍼마켓 유한공사(北京欧尚超市有限公司)”로 2003년 9월 5일에 설립되어 상품
및 가공식품 소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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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육포)라는

상품 명칭과 제조업체인 용훙식품社(이하 “피고1”)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

었다. 원고는 피고1,2가 자신의 저명상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베이징IP
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문구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액 300만
위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1은 계쟁제품에 제29류 소고기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자신의
등록상표 “牛头牌+그림”(이하 계쟁제품)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육포 제품이 원고의 소스 제품을 이
용하여 만든 것이므로 상품에 대한 묘사로써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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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계쟁상표

(왼쪽부터) 등록상표①, ②

(왼쪽부터) 계쟁상표①, ②, ③, ④

1. 베이징 IP법원의 판시사항 8)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에 사용된 “老干妈” 문구가 원고의 저명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피고1에게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손해배상액 30만 위안 및 침해행위 저지 비용
12.65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피고2에게 계쟁제품 판매 금지를 선고하였다.
단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에 사용된 “老干妈” 문구가 부정경쟁행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베이징 IP법원은 피고1의 생산·판매한 “老干妈味牛肉棒”이 원고의 저명상표 침해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ⅰ) 저명상표를 특정 제품묘사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가 해당
7) 피고1의 정식명칭은 “구이저우용훙식품유한공사(贵州永红食品有限公司)”로 1984년에 설립되어 육용우 사육·가공·판매 연구
개발을 원스톱으로 하는 소고기육가공 제품 생산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피고1은 제29류 소고기 육가공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牛头牌+그림” 상표(이하 “계쟁상표”)의 권리자로, 계쟁상표는 2010년에 상표국으로부터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바 있다.

계쟁상표①

출원번호 제4684272호 (2005년 5월 27일 출원, 2009년 4월 21일 등록)
- 제29류 : 두부제품, 돼지고기식품, 양고기식품, 개고기식품, 토끼고기식품, 당나귀고기식품, 가공된 닭,
가공된 오리, 가공된 거위 등

계쟁상표②

출원번호 제10781638호 (2012년 4월 17일 출원, 2013년 6월 28일 등록)
- 제29류 : 절인 말린 돼지고기, 육포, 말린 고기 조미채(肉松), 두부제품, 돼지고기식품, 고기, 햄 등

계쟁상표③

출원번호 제3550793호 (2003년 5월 9일 출원, 2005년 4월 14일 등록)
- 제29류 : 고기, 소고기식품

계쟁상표④

출원번호 제5853924호 (2007년 1월 18일 출원, 2010년 1월 7일 등록)
- 제29류 : 소고기식품, 돼지고기식품, 양고기식품, 개고기식품, 토끼고기식품, 당나귀고기식품, 가공된 닭,
가공된 오리, 가공된 거위, 두부제품, 정제 견과류 등

8) (2015)京知民初字第1944号 민사판결 (베이징IP법원 2016년 8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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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상표권자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ⅱ)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ⅲ) 저명상표와 상표권자의 유일한 대응관계(唯一对应关系)가 약화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ⅳ)저명상표의 보통명칭화(通用化)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이는 광고성 상표사용
(广告性商标使用)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즉 베이징IP법원은 비록 계쟁제품에 실제로 원고의

“老干妈” 브랜드 콩 발효소스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오리지널맛, 매운맛, 블랙페퍼맛”과

CHINA

같은 표현과 달리 “老干妈”는 실생활에서 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자체가
원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보유한 저명상표는 비교적 강한 현저함을 바탕으로 해당
상표와 권리자의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쟁제품에 사용된 “老干妈”를 제품에
대한 단순 묘사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상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9) 또한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에 설령 원고의 저명상표 상품이 재료로 배합되었다
할지라도 “老干妈味”(라오깐마맛)이란 표현 대신 “麻辣味”(마라맛), “豆豉味”(콩 발효 소스맛)을 사용
할 수도 있었던 바, 저명상표를 차용하지 않아도 다른 표현으로 대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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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이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老干妈” 저명상표가 보유한 명성을
계쟁제품에 투사하게 하는 부적합한 연관성을 형성시키므로 합리적인 사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0) 이와 함께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을 판매한 피고2 역시 《상표법》
제57조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상표 침해물품 판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명상표 침해가 인정
된다고 설명하였다.11)
다만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에게만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이유에 대하여,12) 피고2의 증거
제출이나 답변서는 없었으나 피고1이 계쟁제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혔고, 피고2가 계쟁제품
이 침해물품임을 명백히 알고도 취급하였다는 원고 측 증거 제출이 없었으므로, 피고2가 합법
적인 경로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설명
9) 《상표법》(2014년 시행) 제59조 제1항은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 명칭·도형·모델과 상품의 품질·주재료·효능·
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하여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상표법》(2014년 시행) 제13조는 저명상표에 대하여 “관련 대중이 숙지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해당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저명상표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상표를 복제·위조하거나 저명상품을 번역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명상표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지정상품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항은 “관련대중이
계쟁상표와 저명상표가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여겨 저명상표의 식별력(显著性)이 약화되거나 저명상표의 시장명성
(市场声誉)을 폄하하는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않게 저명상표의 명성을 이용할 경우, 상표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반
대중을 오인케 하여,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상표법》(2014년 시행) 제57조 제3호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21조는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침해분쟁 사건 심리 중, 민법통칙 제134조 및 상표법 제53조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의거하여, 침해자에게 침해중지(停止侵害)·방해제거(排除妨碍)·위험제거(消除危险)·손해배상(赔偿损
失)·영향제거(消除影响)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판결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침해상품·위조된 상표표지 및 침해물품
생산에 전용된 재료·공구·설비 등을 몰수(收缴)하는 재물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벌금 액수는 《상표법실시
조례》 유관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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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3) 이와 달리 피고1은 계쟁제품의 생산·판매로 인한 저명상표 침해가 인정되는데,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손실이나 피고1이 얻은 이익에 대한 충분한 증거 제출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구체적인 정황과 침해행위의 주관적 고의 정도, 당사자의 경영현황, 침해행위의 성질·
범위·결과, 저명상표의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14)
즉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이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과 식별력(识别性)을 희석화(淡化)시킨
점은 인정하되, 원고와 피고1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1의

IP Insight

계쟁제품 생산·판매가 원고의 기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품 출처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30만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하였다. 더불어 베이징
IP법원은 피고1에게 원고가 침해행위 저지를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 비용 12.65만 위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15)
반면 베이징IP법원은 “老干妈味牛肉棒”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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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합법적인 시장경제 주체로서 원고의 저명상표 지정상품은
제30류에 속하고 피고의 계쟁제품은 제29류 상품인 바, 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피고1은 자신의 “老干妈” 사용이 원고 상표의 현저함과
식별력을 희석화 시키거나 저명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고자 한 의도가 없었고, 광고성 상표
사용이라는 원심 판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사실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6)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생산·판매한 계쟁제품이 원고가 등록받은
저명상표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피고1의
계쟁상표 지정상품이 각각 제30류와 제29류로 다르지만, 등록상표①은 저명상표로서 《저명상표
분쟁사법해석》에 의거하여 지정상품 이외 영역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등록상표①의

13) 《상표법》(2014년 시행) 제64조 제2항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
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상표법》(2014년 시행) 제63조 제3항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
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는 “상표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행위 저지에 지불한 합리적 비용이란,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증거취득을 진행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국가 유관부문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범위에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침해행위 저지 비용 증거자료로 제출한 인쇄비, 항공 및 교통비 등의 자료는 배척하고, 법원은
변호사 선임비와 공증비만 합리적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16) (2017)京民终28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17년 4월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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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로서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면서,17) ⅱ) 피고1이 생산하는
육포 제품은 “老干妈味”(라오깐마맛)” 외에도 “오리지널맛, 마라맛, 매운맛, 블랙페퍼맛” 등이
있는데, “老干妈”를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품 포장에 표기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
복제·모방 행위에 속하며, 이는 상품 출처의 식별 작용을 하므로 상표법 의의상의 사용에 해당
한다고 지적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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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은 설령 피고1이 계쟁제품 생산 시 원고의 “老干妈” 브랜드 콩 발효 소스
(“老干妈”牌豆豉)를
(라오깐마맛)”이란

첨가했을지라도 이는 식품업계에서 상용되는 재료에 속하지 않고, “老干妈味”

문구 역시 식품업계에서 상품의 맛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1의 “老干妈” 사용은 합리적 사용 범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ⅲ) 피고1의 소고기 육포와 원고 상표의 지정상품인 콩 발효 소스(豆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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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고추기름(炸辣椒油)은 재료·기능 및 용도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일용식품이므로
판매경로 및 소비자 집단이 일부 겹치는 바, 일반대중의 경우 계쟁제품 포장에 표기된 “老干妈”를
보고 원고의 등록상표①과 해당 상품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길 수 있으며, 등록상표①과
원고의 상품 간에 밀접하게 형성된 대응관계를 무너뜨리고 저명상표의 현저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민법원은 ⅳ) 원고의 등록상표①이 콩 발효 소스(豆豉),고추장, 고추기름
(炸辣椒油) 상품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바, 계쟁제품에 “老干妈味”(라오깐마맛)”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①이 보유한 시장명성과 일반대중의 주의력을 이용하고자 한
의도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표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
하는 “관련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Ⅳ. 시사점
대상판결은 저명상표 제품이 재료로 사용된 상품에 맛을 묘사하기 위하여 해당 상표를 직접
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된 사안이다. 피고1은 자신이 생산한
육포 제품에 원고의 “老干妈” 소스를 적용하여 제조하였기 때문에 “老干妈” 문구를 사용한 것은
17) 《상표법》(2014년 시행) 제13조 제3항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관련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상표법》(2014년 시행) 제13조 제1항은 “관련 대중이 숙지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해당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저명상표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13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상표를 복제·위조하거나 저명상품을 번역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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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맛에 대한 “묘사적 사용”(描述性使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
한 피고1의 사용 행태가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을 약화시키고 저명상표의 시장 명성을 부
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의 기존 판결은 상표의 핵심 기능인 “상품 출처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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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바탕으로, 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에 따라 상표 침해 여부를 심리하였다.19)
즉 침해자의 “식별적 상표 사용(识别性商标使用)” 여부와 일반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상표
침해 판단의 기준이었다. 반면 본 사안에서는 피고1이 계쟁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여
원고 상품과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피고1의 사용행태가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가 저명상표이며 피고1의 사용행태가
“광고성 상표 사용(广告性商标使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식별적 상표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는 “혼동식 침해”(混淆式侵权)에 해당한다면, 광고성 상표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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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홍보 등에 적용되어 광고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설령 사용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함께
표기하여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힌다 할지라도 결국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이 약화되는
“희석화식 침해”(淡化式侵权) 결과를 초래한다. 저명상표의 경우 일반 상표의 식별 기능 외에도
상표 자체의 현저함(显著性)과 시장 명성(声誉)을 바탕으로 한 광고기능(广告功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명상표에 대한 광고성 상표 사용 발생 시 상품 출처의 혼동 여부와 관계
없이 희석화식 침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에 손해를 미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저명상표가 보유한 브랜드 효과를 구축하기까지 권리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중국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 전용권(专用权)뿐 아니라 이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금지권(禁止权)”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기도 하다.20)
이처럼 본 판결은 기존의 혼동 이론(混淆理论)에 국한된 중국 상표법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상표의 기능이란 측면에서 “식별성 상표 사용(识别性商标使用)”과 “광고성 상표 사용
(广告性商标使用)”을

구분하고, 반드시 식별력에 의한 혼동이 초래되는 식별성 상표 사용이 아닐

지라도 광고성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저명상표의 현저함(显著性)이 약화될 경우, 이 역시 상표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19) 《상표법》(2014년 시행) 제48조는 “본 법률에서 지칭하는 상표적 사용(商标的使用)이란 상표를 상품·상품포장·용기 및 상품거래 문서
상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홍보·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항은 “관련대중이계쟁상표와 저명상표가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여겨 저명상표의
식별력(显著性)이 약화되거나저명상표의 시장명성(市场声誉)을 폄하하는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않게 저명상표의 명성을
이용할 경우,상표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반대중을 오인케 하여,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2014년 시행) 제13조 제2항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명상표의 경우, 기존에 사용
하던 지정상품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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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저명성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 LandRover 상표권 침해사건 1)2)3)

쟁점

등록상표의 저명성 여부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판시사항

등록상표①,②,③의 저명성 인정 및 상표권 침해금지를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CHINA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중국 상표법은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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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는데, 단 해당 상표의 저명(驰名)성이 인정될 경우 동일·유사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라도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 보호(跨类保护)가 가능하다.
이처럼 저명상표의 보호범위가 광범위한 탓에 그 “저명성 판단 기준”이 엄격한데, 법원은 《상표법》1)
제14조가 규정하는 일반대중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知晓程度),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지속기간, 홍보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및 당해 상표가 저명한 기타 요소와 함께,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2)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 · 판매지역 ·

판례요지

이윤과 세금, 당해 상표의 사용지속기간, 당해 상표 홍보의 방식 · 지속시간 · 정도 · 자금투입 및 지역적 범위,
당해 상표가 과거에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당해 상표가 보유한 시장에서의 명성,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사실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결과, 피고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복제·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저명상표의 인지도, 침해자의 주관적 악의(主观
恶意), 침해행위로 인한 저명상표 희석화(驰名商标的淡化),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 법원이 상표의 저명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저명성이 인정된 표지를 복제 · 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엿볼 수 사례에 해당한다.

1) 중
 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원심에 적용된 규정은 제2차 상표법
(2001년 개정)이고, 항소심에 적용된 규정은 제3차 상표법(2013.8.30. 개정)이다.
2) 저
 명상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저명상표 보호에 미치는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驰名商标保护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9년 4월 22일에
발표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해석은 저명상표에 관한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민사소송법》 등의 유관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하였으며, 크게 저명상표의 개념, 저명상표 사법인정 적용의
범위, 인정 요소, 입증책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court.gov.cn/zixun-xiangqing-62
3) 상
 표분쟁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 분쟁 안건 심리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
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2002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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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 Jaguar Land Rover Limited
당사자

항소인 : 광저우시 펀리 식품 유한공사

피고1 : 광저우시 펀리 식품 유한공사
피고2 : 완밍정 (万明政)

피항소인 : Jaguar Land Rover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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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广州市中级人民法院)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广东省高级人民法院)

사건번호

(2014)穗中法知民初字第75号

(2017)粤民终633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4년 제소)

2017년 5월 27일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원고의 등록상표] 제12류 : 자동차

[피고의 계쟁상표] 제32류 : 음료

제808460호
관련 지재권

vs.

제10561102호

제3514202호
제4309460호

상표법(2001년 개정)
참조법령

상표분쟁사법해석 3)
민법통칙

제52조 제2호, 제5호
제14조, 제56조
제1조 제2호, 제17조
제16조 제1호, 제2호,
제13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상표법
상표분쟁사법해석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민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1조
제170조 제1항 제1호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등록
상표의 저명성이 인정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확대 보호(跨类保护)’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Ⅱ. 판시사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2의 피소행위 발생을 당시 원고 등록상표①,②,③의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피고1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1,2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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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재규어 랜드로버社(이하
상품으로 하는 “

원고)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판매자이자 제12류 자동차를 지정

”(이하 상표①), “

”(이하 상표②), “

”(이하 상표③) 상표의

권리자이다.4) 상표①은 1996년 1월 21일, 상표②는 2004년 10월 14일, 상표③은 2007년 5월

CHINA

28일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상표①,②는 2013년 11월 27일에, 상표③은 2013년
10월 21일에 양수받았고,5) 동시에 해당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 발생 시 소제기와 손해배상액
청구권도 함께 부여받았다.6)
2014년 원고는 펀리식품社(이하 피고1)가 제조·판매하고 개인사업자 완밍정(이하피고2)이 운영
하는 일용잡화점에서 판매된 “路虎 LAND ROVER” 음료(이하 계쟁상품)가 자신의 등록상표①,②,
③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1,2를 상대로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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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거래문서 및 웹사이트 등의 홍보에 등록상표
사용 금지, 해당 표지가 사용된 완제품·반제품 폐기, 표지가 포함된 포장물품 및 홍보자료
폐기, 계쟁제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 폐기를 청구하는 한편, 피고2를 상대로 계쟁상품 판매
금지, 해당 표지가 사용된 상품과 포장물품 및 홍보자료 폐기를 청구하였다.7) 이에 피고1은
4) 원고의 정식명칭은 “Jaguar Land Rover Limited.(捷豹路虎有限公司)”로, 보유상표는 아래와 같다.
출원번호 제808460호 (1994년 3월 30일 출원, 1996년 1월 21일 등록)
- 제12류 : 자동차 및 그 부품
출원번호 제3514202호 (2003년 4월 4일 출원, 2011년 9월 7일 등록)
- 제12류 : 육지·공중·수상 또는 철로용 자동운반기, 차체 프레임, 핸들 등
출원번호 제4309460호 (2004년 10월 14일 출원, 2007년 5월 28일 등록)
- 제12류 : 자동차 및 그 부품
5) 상
 표①,②,③의 권리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표① : 영국 Rover Group Ltd.가 등록(1996.1.21.) → (인수합병 과정에서) BMW 영국지사가 양수(2003.2.28.)
→ Land Rover Group Ltd.에 양도(2003.5.7.) → Land Rover社에 양도(2003.5.21.) → 원고 양수(2013.11.27.)
상표② : Land Rover社가 등록(2004.10.14.) → 원고 양수(2013.11.27.)
상표③ : Land Rover社가 등록(2007.5.28.) → 원고 양수(2013.10.21.)
6) L
 and Rover(양도자)와 원고(양수자)는 2013년 1월 7일에 《지식재산권 양도 협정(知识产权转让协议)》을 체결하였다. 양도
자는 위 협정을 통해, 상표①,②,③에 대한 침해 발생 시 그 발생시점이 협정 체결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양수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약정하였다.
7) 피고1의 정식명칭은 “광저우시 펀리 식품 유한공사(广州市奋力食品有限公司)”로, 2008년 11월 26일에 자본금 5만
위안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며, 알코올음료·유제품을 제외한 포장식품 도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출원번호 제8429937호 (2010년 6월 28일 출원, 2011년 7월 14일 등록)
- 제30류 : (비의료용)에너지드링크, 아이스크림, 차, 음료, (비의료용)로열제리,
밀크커피음료, 스피룰리나(비의료용 영양식품), 천연첨가제 등
출원번호 제10561102호 (2012년 3월 2일 출원, 등록 기각)
- 제32류 : 과즙, 물(음료), 야채즙(음료), 무알콜음료, 탕산음료, 미네랄워터, 식물음료,
음료배합제, 무알콜과즙음료, 과즙빙수(음료) 등
피고2 완밍정(万明政)은 자본금 1.8만 위안으로 2012년 11월 22일에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일용잡화 판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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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상품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바탕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상표①,②,③이 제12류 자동
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반면 자신이 사용한 표지는 주로 제32류 무알콜음료에 사용된 바,
이는 동일·유사상품에 대한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8) 본 소송 제기 시
원고의 상표들이 저명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저명상표처럼 지정상품 범위를 확대한 보호
(跨类保护) 조치는

불가하다고 항변하였다.9)

10)

IP Insight

피고의 계쟁상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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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1)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상품 제조·판매 금지, 온라인 광고에
등록상표①,②,③을 침해한 표지 사용 금지, 해당 표지가 부착된 포장재·홍보물 및 관련 금형
폐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120만 위안을 선고하고, 피고2에게는 계쟁상품 판매 금지, 등록
상표①,②,③을 침해한 표지가 부착된 포장재·홍보물 폐기를 선고하였다.

(1) 피고1의 침해 여부 판단
우선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생산·판매하고 피고2가 판매한 계쟁상품에 사용된 “路虎”,
“Land Rover”, “LAND ROVER” 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에 해당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표지와 피고들의 표지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오인을 유도할 수 있으며,
8)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중국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및 저명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
하는 상표를 지칭하며, “周知商标”라고도 한다. 저명상표의 경우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권리에 속한다. 관련규정으로는 2003년 4월 17일에 반포된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이 있으며,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유관기관으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 상표
평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있다.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203, 210면
10) 이미지 출처 (2018.8.9. 14시 방문)
(좌) http://flspgs.5999.tv/37556.html (우) http://shop.71.net/prod_1078219207.html
11)(2014)穗中法知民初字第75号 민사판결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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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고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의 표지가 적용된 상품은 제30류 음료로,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
상품인 제12류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원고의 등록상표가
저명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12) 《상표법》 제14조와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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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 저명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13) 즉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참여한 박람회 기록, 각 지역별 진출 및 매출 현황, 수상경력 및 자선
활동 등 대량의 신문·잡지 매체보도와 웹사이트 자료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등록상표 명성을
확인할 수 있고, ⅱ) 원고가 중국 25개성(省) 82개 시(市)에 보유한 130여 개 매장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료와 광저우·선전 등지에서 체결한 대리판매 협약을 통해 그 지역적 범위를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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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ⅲ)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국 내 회계보고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판매량·성장률·이익률·점유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제품이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함께 점차 상승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중급인민법원은
ⅳ) 원고의 등록상표가 1948년부터 영국에서 사용되어 왔고, 중국에는 1996년, 2004년, 2007년에
등록되어 피소행위 발생 시까지 사용 중으로 그 상표 사용 지속기간이 길며, ⅴ) 원고는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각종 신문·매체·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도시의 공항과 골프장 등에 옥외광고 진행 및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공영방송
(CCTV)

광고를 진행한 바, 각종 홍보자료와 광고투입 비용 규모로 미루어 보아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등록상표의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14)

1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조 제2호는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한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
에 상표로 사용하여 일반대중의 오인을 유도하고,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는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5호가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미치는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상표분쟁사법
해석》 제2조 제1호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상표권 소송이 제기된 민사 분쟁 사건 중, 당사자가 상표의 저명
함을 사실 근거로 하고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하여 확실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상표가 저명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상표법》(2001년 개정) 제14조는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 시, ① 당해상표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지정도(知晓程度),
② 당해 상표사용의 지속기간, ③ 당해 상표의 홍보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④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⑤ 당해상표가 저명한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5조 제1항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이윤과 세금, 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해당 상표의 홍보 또는 판촉활동 방식,
지속시간, 정도, 자금투입 및 지역적 범위, 해당 상표가 과거에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해당 상표가 보유한 시장명성, 해당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4조는 “인민법원은 상표의 저명성 여부 인정시, 마땅히 그 저명하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입증해야
하며,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즉 상표의
저명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해석 제8조는 “중국 국경 내 사회의 대중이 광범위하게 아는 상표에 대하여, 원고가 그 상표의 저명함에 대한
기본 증거를 제공하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상표가 저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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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2의 침해 여부 판단
한편 중급인민법원은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피고2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15)
피고2가 침해물품인 걸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상품을 피고1로부터 공급받았
다는 합법적 출처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1만 위안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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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1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17)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8)
항소심에서는 피소행위 발생 당시 원고의 등록상표①,②,③이 저명한 상태였는지, 피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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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원심 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액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등록상표
①,②,③의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피고1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고 원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오류가 없다며 피고1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등록상표①,②,③의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피고1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11조에 따르면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의
해당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데,19) 피고1의 “路虎 LAND ROVER” 상표(이하 계쟁상표)가 어떠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된다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1의 계쟁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ⅱ) 피고1은 경영활동 중 저명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동일·유사
하지 않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오인을 유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20)
15) 《상표법》 (2001년 개정) 제52조 제2호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상표법》 (2001년 개정) 제56조 제3항은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
한 것이며 제공자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시행 상표법(2013년 시행) 제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17) 이 밖에 중급인민법원은 피고2가 해당 표지를 포함한 홍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및 포장물품을 폐기할
경우 침해행위 저지에 미치는 작용에 대한 증거 제출이 없고, 포장재 안의 제품 자체는 침해물품이 아니므로, 피고2가 보유한
홍보물 폐기 및 포장물품 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8) (2017)粤民终633号 민사판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2017년 5월 27일 선고.)
19)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11조는 “피고가 사용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저명상표를 복제 · 모방
또는 번역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고,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의 해당상표 사용 금지를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상표법》(2014년 시행) 제13조는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 · 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유명상표의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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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ⅲ) 피고1이 등록받은 계쟁상표 “路虎 LAND ROVER”가 상표평심위원
회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갖춘 타인의 상표를 고의로 복제·표절한 표지로 지적받았
으며, 이와 같은 악의적 상표 등록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선고받은 적이 있는 바,21) 피고1이
합법적인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즉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의 사용표지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지만, 등록상표의 현저함과 장기적

CHINA

대량사용 행태로 미루어 보아 관련대중이 등록상표와 원고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 피고1의
제품과 사용된 표지를 볼 경우 원고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피고1과
원고가 지분투자·합작 등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길 수 있어 이러한 피고1의 행위는
일반대중의 오인을 유도하고 원고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 120만 위안은 피고1이 저지른 침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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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경위·지속시간·결과, 등록상표침해 표지가 적용된 제품 종류, 피고1의 경영규모, 원고
등록상표의 수량·인지도·지정상품 종류, 원고의 기업 명성 및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설시하였다.22) 즉 고급인
민법원은 ⅰ) 피고1이 침해한 원고의 등록상표는 3개 모두 저명상표로, ⅱ)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모방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대부분을 모방한 바, 이는 피고1이 정당치 못한 사용으로
불법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크며, ⅲ) 침해 기간이 2013년 7월 30일부터 지속되어
길고, ⅳ) 피고1이 자신의 웹사이트와 “阿里1688”에 계쟁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그 전파력이
광범위하며,23) ⅴ)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원고가 소송 전에 지출한 비용 28만 위안의 영수
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Ⅳ. 시사점
대상판결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등록상표의 저명
성이 인정됨으로써 지정상품 범위 확대 보호(跨类保护)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중국 상표법(2014년 시행) 제57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사용 대상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2 1) 商评字【2014】第044638号

《제8429937호“路虎 LAND ROVER”에 관한 상표 이의 복심 재정서》
 위의 재정서는 피고1이 등록받은 계쟁상표 “路虎 LAND ROVER”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갖춘 타인의 상표를 고의로
복제·표절……피고1이 악의적으로 피이의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선고 하였다. 참고로 “복심(复审)”은
우리나라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해당하며,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에 해당한다.
2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2조는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행위의 성질·기간·결과, 상표의 상업적 명성, 상표사용
허가비용금액, 상표사용허가의 종류·기간·범위 및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阿里1688”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 도매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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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고1이 해당 표지를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인 자동차(제12류)가 아닌 음료(제32류)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과연 원고의 등록상표가 저명하여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보호가 가능한지가 관건
이었으며, 법원은 《상표법》 제14조와 《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표의
저명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저명상표 인정 요소”에 대하여, 《상표법》 제14조는 일반대중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知晓程度)와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지속기간, 홍보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및 당해 상표가 저명한 기타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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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분쟁사법해석》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으로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판매지역·이윤과 세금, 당해 상표의 사용지속기간,
당해 상표 홍보의 방식·지속시간·정도·자금투입 및 지역적 범위, 당해 상표가 과거에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당해 상표가 보유한 시장에서의 명성,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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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명한 상표로 인정받은 상표를 복제·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저명상표의 인지도
(知晓程度),

침해자의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침해행위로 인한 저명상표 희석화(驰名商标的淡化),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사실관계 서술에 앞서 피고1이 출원한 다른 상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비록 판시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으나 피고1이 해외 유명브랜드나 인지도 높은 유명
인사의 이름 등과 동일한 문구의 상표를 출원한 이력으로 보아, 고의적인 인지도 편승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4)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7년 4월에도 피고1이 여전히 피소된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웹사
이트 캡처화면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점이다.25) 추가 제출된 다른 증거들은 중국 법원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여서 그 진실성·합법성을 인정받은데 반해, 위의 증거는 진실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당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는 반드시 공신력 확보를 위한 공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돌이켜보게 하는 대목이다.

24) 원고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1은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张九龄”, “夏普
SHARP”, “甄子丹”, “陈道明”, “广本” 등의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25)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의 증거①,②와 원고의 증거①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그 진실성과 합법성이 인정되나, 원고의
증거②는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피고1의 추가 증거 제출
① 商评字【2014】第044638号
《제8429937호 “路虎 LAND ROVER”에 관한 상표이의복심재정서》
② 제8429937호 “路虎 LAND ROVER” 상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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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
①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16)京行终4412号 행정판결서
(商评字【2014】第044638号 상표이의복심재정서 취소)
② 피고1 웹사이트 캡처화면 출력본 - 기각
(2017.4.20.까지 여전히 피고1이 피소된 침해행위 지속)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 법원이 상표의 저명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저명성이 인정된 표지를
복제·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우리 기업 상표가 비록 중국 당국이 인정한 공식 저명상표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그 저명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분쟁 대응 시 참조해볼만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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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저명상표의 인정이 개별 사안에 대한 인정 및 사실인정 문제에 속하므로,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행정
기관과 법원의 인정 결과가 꼭 다른 사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과거에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에 해당하여 향후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참조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절대 요건이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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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디자인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IP Insight

쟁점

스마트 도어락의 전자키 유무(GUI)에 따른 디자인 유사 판단

판시사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 인한 “전체적 시각 효과의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 파기
대상판결은 중국 최초로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가 디자인 유사 판단 요소로 적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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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중국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시 통상적인 기준은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로, 원심 법원은 이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방식인 계쟁제품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GUI가 적용된 전자제품이 급속하게 보편화되면서 디자인 침해 판단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리심사지남(专利审查指南)》 개정과 《전리침
권사법해석》 제11조 제2항 규정을 바탕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GUI 역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임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에서도 GUI를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판단 배경을 법원이 명확하게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법률·
제도를 재정비하는 중국 당국 및 사법부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심급
당사자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 유한공사

항소인: 광둥 Level Lock 유한공사

피고: 광둥 Level Lock 유한공사

피항소인: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 유한공사

법원

광저우IP법원 (广州知识产权法院)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广东省高级人民法院)

사건번호

(2015)粤知法专民初字第1235号

(2016)粤民终1134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5년 제소)

2017년 6월 12일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심 판결 취소

[원고의 등록디자인]

[피고의 계쟁제품]

판결결과

관련 지재권

도어락 (V1) (201130143391.X | 门锁(V1) )

- 2011. 5. 27. 출원 / 2011. 11. 30. 등록
전리법 1)
참조법령
및 규정

전리침권사법해석(Ⅰ) 2)
침권책임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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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제59조, 제6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144조

전자도어락 (LIS2008-RF-1330)
(电子门锁(LIS2008-RF-1330)
전리법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전리심사지남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부 제3장 제7.4절
제1단락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2호

Ⅰ. 사건의 쟁점

1)2)

본 사안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Interface, 이하 GUI)가”

User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다.

CHINA

Ⅱ. 판시사항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
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

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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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Be-Tech 보안시스템社(이하 원고)는 전자 도어락 “门锁(V1)” 디자인의 권리자이다. 해당
디자인은 2011년 5월 27일에 출원되어 2011년 11월 30일에 등록되었다.3) 원고는 광둥 Level
Lock社(이하 피고)가 취급하는 전자 도어락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4)
2015년 4월 17일과 22일에 위탁대리인을 통해 포산(佛山)시 매장 두 곳에서 “LEVEL LOCK”
상표의 LIS2018-TDT-1330/36 모델 제품(이하 계쟁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공증처리하였다.
원고는 계쟁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광저우IP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계쟁제품 생산·판매·청약판매 금지,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
23,355위안 및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2013년 1월 22일에 출원
하여 2013년 5월 15일에 등록받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계쟁제품을 제작한 것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5)
1) 중 국의 “전리(专利)”는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자인의 정식 중문명칭은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이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디자인”으로 표기한다.
2) 전리침권사법해석의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침해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리법(专利法),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규정을 근거로 심판사례를 결합하여 제정한 사법해석이자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심리지침이다. 본 소송은 2015년에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었다.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Seq=8071
3) 원고의 정식명칭은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 유한공사(广东必达保安系统有限公司)”로, 1992에 설립되었고 1996년 7월
23일에 정식 등록되었다. 중국 스마트 도어락 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호텔· 주택·오피스 등에 도어락 솔루션을 제공하며
관련 제품의 R&D 및 생산·판매·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한다. (바이두백과, 2018년 6월 15일 10시 방문)
4) 피
 고의 정식명칭은 “광둥 Level Lock 유한공사(广东力维智能锁业有限公司)”로, 2003년 7월 21일에 설립되어 금속제품,
전자부품, 유압(液压)부품, 가정용 및 일용 전자기기 가공·생산·판매와 함께, 금형, 건축, 금속장식 등의 판매를 사업범위로 한다.

피고의 등록디자인 : 전자도어락 (LIS2008-RF-1330)
5)

- 출원번호 : 201330021084.3
- 중문명칭 : 电子门锁(LIS2008-RF-1330)
- 출원일 : 2013년 1월 22일
- 등록일 : 2013년 5월 15일
- 권리자 : 피고 (Level Lock社)
* 상세내용은 본문 뒤에 첨부된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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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저우IP법원의 판시사항 6)
원심에서는 원고의 등록디자인 유효 여부와, 계쟁제품이 피고의 전리권을 바탕으로 실시
되었다는 비침해 항변 성립 여부가 관건이었으며, 광저우IP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
하는 피고의 계쟁제품 제조·판매·청약판매를 금지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8만 위안과 원고
가 지불한 비용 1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IP Insight

광저우IP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설령 그 권리에 대한 효력에 이의가 있을지라도 이는 전리복심위원회에 판단할 사안이지,7)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그 무효여부 판단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화 되어야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본 심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다. 더불어 광저우IP법원은 ⅱ) 피고가 제출한 무효선고 청구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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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리분쟁심리규정》 제8조와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다고 선고
하였다.8)
한편 광저우IP법원은 전리 침해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전리권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전리법》의 선출원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출원일이 피고보다 앞설 때 피고 측 전리권의 구체적
정황과 원고 측 전리권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침해 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9) 본 사안의
경우 ⅲ) 원고의 디자인 출원일이 피고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계쟁제품이 원고의 전리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하며, 피고의 전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범위에 해당한
다면 침해를 구성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저우IP법원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을
비교한 결과, 두 디자인 모두 ① 앞판, 뒤판, 몸체,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뒤판이 전체
적으로 유사한 직사각형임과 동시에 위아래가 볼록한 커브 모양이고, ② 앞·뒤판에 직사각형
도안이 있으며 해당 직사각형의 크기, 위치, 비율 등이 동일하고, ③ 손잡이의 형상과 위치가
동일하며 앞·뒤판이 원기둥을 통과하여 연결될 뿐 아니라, ④ 도어락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
하고, 측면에는 3개의 걸쇠 고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6) (2015)粤知法专民初字第1235号 민사판결 (광저우IP법원 선고.)
7) 《전리법》 제45조는 “국무원 전리 행정관리부문이 전리권을 공고·수여한 날로부터, 어떠한 조직(单位)이나 개인은 당해 전리권 수여가
본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리복심위원회에 당해 전리권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최고인민법원의 전리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
题的若干规定)》은 2001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80차 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 25일 제1570
차 회의를 통해 1차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19일 제1641차 회의를 통해 2차 개정되었다.
동 규정 제8조 제2항은 “실용신안(实用新型), 디자인(外观设计) 전리권 침해분쟁 사건의 피고는 소송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답변기한 내 원고의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과
제3항은 “인민법원에서 접수한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권 분쟁사건에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 동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 청구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단 다음의 정황(①원고가 제출한 검색보고(检索报告)에서 실용신안 전리가
신규성, 진보성을 상실케 하는 기술 문헌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③ 피고가 무효선고를 청구하려고 제출한 증거의 이유가
분명히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최고인민법원의 전리 침해소송 중 당사자 모두 전리권을 보유할 경우 문제 처리에 관한 답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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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① 원고 디자인의 손잡이는 수평의 가로줄 장식 직선이 손잡이
중간지점에 2/3 길이로 있고, 계쟁제품의 손잡이에는 장식선이 없되 뒷부분에 원형의 오목 패인
장식이 있다는 점, ② 피고의 제품에는 “LEVEL LOCK”과 “CARD HERE”라는 영문과 벨 모양의
도안이 있지만, 원고 디자인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는 점, ③ 계쟁제품 앞판의 중간 및 하단
직사각형 연결부에 장식도안이 있지만 원고 디자인에는 없다는 점이다. 광저우IP법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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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ⅳ)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각 구성부분의 형상, 앞·뒤판의 장식도안 및 비율 등이
대체로 동일한 반면 차이점은 모두 미세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일반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
능력으로는 두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에 실질적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사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10)
마지막으로 광저우IP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계쟁제품을 피고가 생산·판매·청약판매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광저우IP법원은 원고가 공증을 거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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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고의 명칭으로 된 매장에서 계쟁제품 구매 후 받은 영수증, 명함, 품질보증서, 합격증서에
피고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가 계쟁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
하다고 판단하였고,11) 피고의 홍보책자에 계쟁제품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바 이는 광고 형태
판매를 의미하므로, 청약판매 행위가 성립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계쟁제품 상의 “LEVEL
LOCK” 상표가 피고 직원의 명함에 있는 것과 동일하며, 공상등기(工商登记)에 피고의 사업범
위가 금속제품·전자부품 등의 가공·생산·판매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12) 이는 피고가 충분히
계쟁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재가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13)
이에 피고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10) 《전리침권사법해석 (Ⅰ)》 제8조는 “디자인 전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된 침해디자인이 전리법 제5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리법》 제59조 제2항은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는 그림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간략한 설명은 그림 또는 사진이 표시하는 당해제품의 디자인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리침권사법해석 (Ⅰ)》 제9조는 “인민 법원은 디자인 제품의 용도에 근거하여, 제품종류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인정해야 하며,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국제 디자인분류표, 제품의 기능 및 판매, 실제 사용하는 정황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제품의 용도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법 해석 제10조는 “인민법원은 디자인 전리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사법해석 제11조 제1항은 “인민법원이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인정할 시, 등록디자인과 피소된 침해디자인의 디자인
특징을 근거로, 디자인 전체의 시각효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법해석 제11조 제3항은
“피소된 침해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 법원은 양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전리법》 제11조 제2항은 “디자인권을 취득한 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전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 상품의 사용, 청약판매(许诺销售), 판매,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공상등기(工商登记)”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한다.
13)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的解释)》 제108조 제1항은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심사 및 관련사실을 결합을 거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재가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여(确信
待证事实的存在具有高度可能性的), 해당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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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4)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계쟁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와, 원고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의 GUI

(图形用户界面)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므로,15)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IP Insight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고급인민법원은 양 당사자의 디자인 외형을 비교한 결과, 앞·뒤판, 몸체 및 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뒤판과 내부속판(内芯板), 손잡이, 몸체의 전체적 형상, 위치, 비율이 기본적
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무효선고 청구 심사 결정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16) 도어락
제품이 스틱모양에 L모양 손잡이 형상을 띄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것으로, 유사성 대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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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디자인과 구별되는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적으로 동 디자인의 다른 특징보다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설시하였다.
즉 고급인민법원은 ⅰ) 양 디자인의 입체적 형상의 경우,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앞·뒤판이
계쟁제품보다 더 두꺼운 계단식이고 표면은 커브형 디자인이며 뒤판이 앞판보다 비교적 짧은
편이고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반면, 피고의 계쟁제품은 앞·뒤판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같고
평평한 직선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ⅱ) 앞판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가운데 부분에 분할선이 있고 그 아래에 짤막한 장식이 있으며 계쟁제품보다 카드인식 영역이
하나 부족한 반면, 계쟁제품은 가운데와 하단의 내부속판(内芯板) 연결 부분에 등록디자인에는
없는 장식도안이 있고, 상단에는 “CARD HERE”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 벨 모양의 도안이

있어 등록디자인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고급인민법원은 ⅲ) 손잡이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평평한 직선 디자인으로, 앞부분에는 손잡이의 2/3가량 길이로 중간 지점에
가로장식선이 있고 손잡이와 앞판의 연결부위가 원형으로 솟아오른 형상인 반면, 계쟁제품은
커브형 디자인으로 장식선 대신 손잡이 뒷부분에 오목하게 패인 원형 장식이 있으며, 손잡이와
앞판의 연결부분이 동심원으로 설계되어 있고, ⅳ) 계쟁제품은 앞판 하단에 “LEVEL LOCK”이
라는 문구와 함께 직사각형의 오목하고 길게 패인 부분이 있는 반면,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이러한 디자인이 없어 내부속판(内芯板)과 바깥 윤곽 판의 위아래 장식이 구별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ⅴ) 계쟁제품은 전자제품으로 전류가 흐른 뒤 비밀번호 입력 전에
14) (2016)粤民终1134号 민사판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2017년 6월 12일 선고.)
15)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1조 제1항은 “인민법원이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인정할 시, 등록디자인과 피소된
침해디자인의 디자인 특징을 근거로, 디자인 전체의 시각효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제30101호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无效宣告请求审查决定书)》 (전리복심위원회 2016년 9월 22일 선고)
피고는 전리복심위원회에 원고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리복심위원회는 등록디자인이
유효하다고 선고하였다. 참고로 “전리복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는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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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까지의 숫자와 *, # 기호가 스크린에 뜨고, 뒤이어 뜨는 2개의 숫자를 터치하면 잠금 상태가
해제되어 ‘welcome’이란 문자와 함께 전체 숫자 키보드가 나타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원고의 등록디자인에는 이러한 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이러한 상기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 시각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으로 양 당사자의 디자인을 전체적 관찰 및 종합적 판단 시 실질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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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17)

Ⅳ. 시사점
대상판결은 전자 도어락이라는 동일한 지정상품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국 최초로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가 유사 판단 요소로 적용된
사례이다.18) 중국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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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实质性差异)”를 기준으로 삼는데,19) 본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통
적인 방식, 즉 계쟁제품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아래의 5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GUI를 유사성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였다.
우선 고급인민법원은 ⅰ)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GUI가 적용된 전자제품이 보편화되
면서, 디자인 사건 심리 시 법원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정면으로 즉시하고 GUI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ⅱ) 그동안 장기간 고정적·
가시적인 것만 보호대상으로 하여 GUI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특정한 조건에서만 보이는 것들은 전체적 시각효과로 인정하지 않던
풍조였는데, 《전리심사지남(专利审查指南)》 개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GUI 역시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 객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며,20) 법원은 이러한 권리 침해 판정 방식에 대한 보호정책
변화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ⅲ) 《전리침권사법해석》 제11조
제2항 규정을 바탕으로,21)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GUI 역시 전자제품의 사용 상태 중 하나에
속하며,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
17) 《전리법》 제59조 제2항,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0조 각주 9) 참조.
18) 본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7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 지식재산권 사건 (2017年中国法院50件典型知识
产权案例)” 중 하나이다.
19)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1조 제1항 각주 15) 참조.
20) 우
 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2014년 3월 12일에 《전리심사지남(专利审查指南)》을
개정하였다. 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지침으로, 《전리심사지남》 제1부 제3장 제7.4절
제1단락 제1항은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객체로는 게임 인터페이스 및 인간-기계 상호작용과는 무관하거나 제품의
기능 실현과는 무관한 제품 디스플레이 장치에 나타나는 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1조 제2항은 “주로 기술적 기능이 결정하는 디자인 특징 및 전체적 시각효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재료, 내부구조 등의 특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 (1) 제품의 정상적 사용 시 직접 관찰 가능한
부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부위이거나, (2) 공지디자인의 디자인 특징과 구별되는 등록디자인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디자인 특징인 경우,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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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므로 유사성 판단 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ⅳ)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이러한 사용 상태의 GUI 차이가 구매 욕구를 증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ⅴ)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GUI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국 유사 여부 판단 시
에는 “전체적 관찰·종합적 판단(整体观察·综合判断)”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
사안은 GUI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했지만, GUI가 전체적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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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비중이 작을 경우에는 이처럼 판결을 뒤엎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에서도 GUI를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
다는 점과 그러한 판단 배경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하게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며,
최근 급속한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법률을 재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중국 당국과,
이러한 움직임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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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만 중국 《전리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를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
으로 하고 있는데, 계쟁제품 제작 시 참조하였다는 피고의 디자인 등록증을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실시디자인과 유사해
보이나, 도면이나 디자인의 설명(简要说明) 그 어디에도 사용 상태의 GUI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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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조

원고의 등록디자인 v.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계쟁제품
원고의 등록디자인
( 门锁（V1）)

피고의 계쟁제품 23)
( LIS2018-TDT-1330/36 )

CHINA

입
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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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측
면
도
·
정
면
도

좌
측
면
도
·
배
면
도

23) 계쟁제품 사진(입체도 우측) 및 도면(좌·우측면도, 정·배면도)
출처 : 피고 웹사이트 www.levellock.com/product4.asp?sortid=466&pid=4345 (2018년 6월 15일 16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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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선행문헌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치환기로 다수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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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1. 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2.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치환기에 다수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방법
1.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인정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잃지 않는다.
2. 진보성 판단을 위해 인용발명을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의 기재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인용발명으로 주장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당해 간행물에 화합물이 일반식의 형태로 기재되고 당해 일반식이 엄청난
수의 선택지를 갖는 경우에는, 특정의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
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정 선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추출할 수 없고 이를 인용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원고: 일본케이후아 주식회사 (제1사건), X (제2사건)
피고: Y
(피고 보조참가인: 아스테라제네카 유케이 리미티드)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무효2018-80095호

平成２８年（行ケ）第１０１８２号 (제1사건)
平成２８年（行ケ）第１０１８４号 (제2사건)

판결일자

2016년 7월 5일

2018년 4월 13일

판결결과

특허유효(심판청구 불성립)

전부기각

관련 지재권

특허 제2,648,897호
(발명의 명칭: 피리미딘 유도체)
특허법

참조법령

제29조 제2항1),
제36조 제6항 제1호2)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3)

1)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기초해서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발명에 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특허법 제36조(특허출원)
⑥제
 2항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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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3)

본 사안의 쟁점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불성립으로 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와 선행문헌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치환기로 다수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 이 중 특정 선택지를 선택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JAPAN

Ⅱ.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인정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잃지 않는다. 본 건에 관하여 상기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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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바, 본 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2. 인용발명으로 주장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당해 간행물에 화합물이 일반
식의 형태로 기재되고 당해 일반식이 엄청난 수의 선택지를 갖는 경우에는, 특정의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정 선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추출할 수 없고 이를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본 건 발명 1의
X는 알킬설포닐기로 치환된 이미노기인 반면 갑 1 발명은 메틸기로 치환된 이미노기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갑 2의 기재로부터는 당업자가 갑 2의 일반식 (I)의 “R3”로 “NR4R5”를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바 “NR4R5”를 선택한 다음 다시 “R4”와
“R5”로 각각 “메틸” 및 “메틸설포닐”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2에 상기
차이점에 관한 구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갑 1에 갑 2를 조합하더라도 차이
점에 관한 구성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Ⅲ.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피리미딘 유도체’라는 명칭의 특허4)(이하, ‘본 건 특허’)에 대하여 ① 본 건
발명은 본 건 우선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갑 1 발명5)과 갑 2 발명6) 및 당시의 기술 상식으로
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②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5년 3월 31일 무효심판(이하, ‘본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에

3) 특허법 제123조(특허무효심판)
②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전항 제2호(특허가 제38조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4) 일본특허 제2,648,897호(우선일: 1991년 7월 1일, 출원일: 1992년 5월 28일, 등록일: 1997년 5월 16일)
5) 일본특표 평3-501613호
6) 일본특개 평1-26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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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2015년 7월 5일 본 건 특허는 진보성 및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판청구 불성립 (특허
유효)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7)

구체적으로, 본 건 발명 1의 X는 알킬설포닐기로 치환된 이미노기인 반면 갑 1 발명은 메틸
기로 치환된 이미노기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갑 1, 갑 2 및 본 건 특허의 우선일 당시의 종래
기술에는 갑 1 발명의 피리미딘 고리 2 위치의 “디메틸알킬기”를 본 건 특허의 “알킬설포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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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CH3)”로

치환할 동기가 개시되어 있지 않아 당업자가 갑 1 발명에 차이점의 구성을 채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본 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본 건 발명의 과제는
기존의 HMG-CoA 환원효소저해제보다 우수한 HMG-CoA 환원효소저해활성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의약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HMG-CoA 환원효소저해활성’을 갖는 화합물 또는 HMG-CoA 환원효소저해제를 제공하는 것”
으로서, 본 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업자가 본 건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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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있는 바, 본 건 발명은 서포트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하,

‘본 건 소송’)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제기하였다.

8)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본 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제소한 본 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7) 원심에서 인정한 본원발명 1과 갑 1 발명의 대비결과는 이하와 같다.

본원발명 1 (청구항 1)

구성

R1은 저급 알킬;
R2는 할로겐에 의해 치환된 페닐;
R3은 저급 알킬;
R4는 수소 또는 헤미칼슘염을 형성하는 칼슘 이온;
X는 알킬 설포닐기에 의해 치환된 이미노기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그 폐환형 락톤체인, 화합물.

갑 1 발명 (주 인용발명)

상기 식 1에서,

M은 Na인,
화합물 또는 그 폐환형 락톤체인 화합물.

일치점

R1은 저급 알킬;
R2는 할로겐에 의해 치환된 페닐;
R3은 저급 알킬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그 환형상 락톤체인, 화합물

차이점

(1-ⅰ)
X가 본 건 발명 1에서는 알킬설포닐기에 의해 치환된 이미노기인 반면,
갑 1 발명에서는 메틸기에 의해 치환된 이미노기인 점.
(1-ⅱ)
R4가 본 건 발명 1은 수소 또는 헤미칼슘염을 형성하는 칼슘 이온인 반면,
갑 1 발명에서는 나트륨 염을 형성하는 나트륨 이온인 점.

8) 일본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기한은 특허출원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특허출원일이 1995. 7. 1.(평 7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5년(단,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 출원일이 1995. 7. 1.(평 7년 7월 1일) 이후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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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본 건 특허권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
고소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바, 원고의 소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어 본 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Ⅳ.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

JAPAN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합의부는 결론적으로 본 건 심결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으며, 본 건
발명이 진보성 및 서포트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본원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된 ‘소의 이익’과 진보성 판단을 위주로 판결이유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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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26년 법률 제36호에 의한 개정 전 특허법 하에서 특허무효심판청구 불성립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은 특허권소멸 후에라도 특허권존속기간 중에 행해진 행위에 관하여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잘못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공익적 행위라는 성격을 갖는 것을 감안하여 그 청구권자를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관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일반인으로 확대한 개정 전 특허법 제123조 제2항9)의 취지 및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한 특허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특허권의 존속기
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할 이익 즉,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불성립으로 한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당해 특허권의 존재에 의해 심판청구인의 법적 불이익이 구체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소의 이익은 직권조
사사항으로 재판소가 이를 조사 및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판소가 당사자에게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불리한 사실 주장을 강요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등과 같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하고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본 건 특허의 출원일은 1992년 5월 28일로, 본 건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15년인 2015년
5월 27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9) 특허무효심판은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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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무효 불성립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도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건 소송에 있어서도 상기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 본 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이에 덧붙여, 평성2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현재는 이해관계인만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특허침해가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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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관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할 이익(따라서 특허무효심
판청구를 불성립으로 한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을 갖는 것이 명백하므로, 상기와 마찬
가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 불성립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의 이익이 있다.

2.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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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을 위해 인용발명을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제1항3호의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의 기재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용발명으로
주장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당해 간행물에 화합물이 일반식의 형태로 기재되고
당해 일반식이 엄청난 수의 선택지를 갖는 경우에는, 특정의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정 선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추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본원발명과 주 인용발명
간의 차이점에 대응하는 ‘부 인용발명’이 있고, 간행물로부터 부 인용발명을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 인용발명에 부 인용발명을 적용하여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① 주 인용발명 또는 부 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기술 분야의
관련성, 과제나 작용·기능의 공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인용발명에 부 인용발명을
적용하여 본원발명에 도달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함께, ② 적용을 방해하는
요인의 유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작용 효과의 유무를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상기
①에 관해서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기 ②에 관해서는 특허권자가 각각 이들의
기초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본원발명과 주 인용발명인 갑 1의 차이점 (1-i)와 관련하여, 갑 2에 알킬설포닐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2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 있어서 R3의 선택지는
극히 다수로서 그 수가 적어도 2만개 이상이며, 이 중 “R3”로 “NR4R5”를 선택하고, “R4”와 “R5”를
각각 “메틸기”와 “메틸설포닐기”로 하는 것은 2만개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이며, 갑 2의 기재로
부터는 당업자가 갑 2의 일반식 (I)의 “R3”로 “NR4R5”를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갑 2로부터 피리미딘 고리의 2 위치의 기를 ‘-N(CH3)(SO2R’)’
으로 하는 기술적 사상을 추출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갑 2에는 “특히 매우 바람직한
화합물”로서 “R3”가 “NR4R5”인 경우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고, 갑 2의 일반식 (I)의 X와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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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 발명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의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R3”로 “NR4R5”를 선택한
것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갑 2에 차이점 (1-i)에 관한 구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갑 1에 갑 2를 조합하더라도 차이점 (1-i)의 구성이 될 수 없다.10)
원고는 갑 2가 일반식 (I)의 화합물 전체의 제조방법 및 HMG-CoA 환원효소저해활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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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R3”로 “NR4R5”를 선택한 일반식 (I)의 화합물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뒷
받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갑 2에서 “R3”로 “NR4R5”를 선택한 화합물에 관하여 그
제조방법도, HMG-CoA 환원효소저해활성의 약리시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 원심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2의 실시예의 특정 화합물에는 설포닐아미드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화학물질이 구조변화로 작용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술상식으로, 갑 2의 일반식 (I)에 나타낸 극히 다수의 화합물 전체에
관하여 실시 예 1~23의 특정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 또는 그것을 상회하는 HMG-CoA 환원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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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활성을 갖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갑 2에 차이점(1-i)에 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갑 1 발명의 화합물인 피리미딘 고리의 2위치의 디메틸기를 ‘-N(CH3)(SO2R’)’로 치환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갑 1 발명에 차이점(1-i)에 관한 구성을 채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 건 우선일
당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간에 대해 선택성이 높은 HMGCoA 환원효소 저해활성을 얻기 위해 보다 친수성이 높은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가 있다고 하더
라도, 갑 1 발명의 화합물은 피리미딘 고리의 2번 위치의 ‘메틸설포닐기’의 부분에 큰 부피의
친유성 치환기, 특히 큰 부피의 알킬기 또는 페닐 부분을 도입하여 역가가 현저하게 상승한다고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갑 1 발명의 화합물의 피라미딘 고리의 2번 위치의 ‘디메틸
아미드기’를 큰 부피의 친유성 치환기로 선택하지 않고 보다 친수성이 높은 치환기로 선택할
동기가 본 건 우선일 당시의 당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갑 1 발명의 화합물의
파라미딘 고리의 2번 위치의 디메틸아미드기를 보다 친수성이 높은 치환기로 선택할 동기가
본 건 우선일 당시의 당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갑 6 및 갑 60)에는 메틸기보다도
친수성이 높은 치환기로서 메틸설포닐기(-SO2CH3)이외의 치환기도 상당수 기재되어 있고, 본 건
우선일 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는 그 한쪽의 메틸기를 메틸설포닐기라는 특정한 치환기를
선택한다는 동기가 본 건 우선일 당시의 당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Ⅴ. 시사점
본 사건은 특허무효불성립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선행문헌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10) 실시예 8에서 R3는 메틸, 실시예 15에서 R3는 페닐, 실시예 23에서 R3는 페닐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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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기로 다수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의 이익은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필요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하며11),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를 각하한다. 심결취소소송 또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에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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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특허법은 무효심
판에 대해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무효불성립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대상판결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특별재판부가 특허무효심판제도가 갖는 공익적 성격,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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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점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근거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특허무효불성립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한 기존 판례12)를 폐기하고, 소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특별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란 특허권소멸 후에라도 특허권존속기간
중에 행해진 행위에 관하여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
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하며, 특허권 만료 후 2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
지만, 본 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본 건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본 건 특허권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아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소권 등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평성26년 특허법 개정
으로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도입되어 이해관계인만이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특허권소멸 후에도 특허무효불성립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한편, 본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선행문헌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의 치환기로 다수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에 관한 것이다.

11) 김홍엽, 민사소송법(제2판), 220면
12) 동경고재 평성2년 12월 26일 판결(평성2년(행케)제77호 무체재산권 관련민사·행정재판례집 22권3호864항)은 특허법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로부터 당연히 원고가 본 건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에 관한 본 건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본 건 심결이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은 이러한 형식적 불이익으로는 부족하고 본 건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법률상 효과로서 원고가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 건 심결의
취소에 의해 회복될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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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3) 일본특허심사기준에 따른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및 인용발명
(1 또는 복수)을 확정한 후,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청구항에 기재
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발명의 구성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과의 일치점·차이점을 명확
하게 확인한 후에, 인용발명이나 그 외의 인용발명(주지.관용기술도 포함)의 내용 및 기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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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인요예로부터 인용발명을 인정하는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본특허심사기준에 의하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에 게재된 사항'이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다.14) 따라서 심사관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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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발명은 인용발명이라 할 수 없다. 일본특허심사기준은 또한 인용
발명이 실시가능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15)16)
대상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하여 당업자에게 인식·이해
13)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공연히 알려진(publicly known) 발명을, 제2호는 공연히 실시된(publicly used) 발명을, 제3호는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14) 한국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마찬가지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인용발명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부터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문헌에 명시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도 발명의 특정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출원 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미국이 신규성 판단을 위하여 ‘발명의 개시 요건’과는 별도로 ‘용이실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선행기술이 발명적 인식
없이, 즉 공중의 지식에 기여하는 바 없이 단지 ‘문언적’으로만 발명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동 선행기술을 신규성 부정을
위한 선행기술의 범위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6) 이를 긍정하는 판례로는 知財高判平22 ·8 ·19平成21年(行ｹ)10180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간행물’로 물건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동 간행물에 당해 물건의 발명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동법제2조제1항 참조)임을 감안하면 당해 발명을 접한 당업자가 사고나 시행착오 등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이 특허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따라 그 기술적 사상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공개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해당 물질이 신규의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신규의 화학 물질은 제조방법 그 외 입수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간행물에 그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질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제조 방법을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
행물에 제조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간행물을 접한 당업자가 사고와 시행착오 등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이 특허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따라 그 제조 방법 그 외 입수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 知財高判平26 ·3 ·25平成25年(行ｹ)10199에서는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 개시되어 있는지, 즉 당해 발명에 관한 명세
서에서 당해 발명이 당업자가 반복 실시하여 소정의 효과를 얻을 정도로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실시가능요건을 부정하는 판례로는 知財高判平 22 ·4 ·20平成21年(行ｹ)10111에서는 “갑 1 발명이 실시불가능하고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갑 1 발명의 기술 사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갑 2 발명의 해체 공법을 건물의 해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갑 1 발명을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211

되고 특허발명과 대비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공개되는 것을 요한다”고 하여 실시가능의 수준
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업자에게 인식·이해되고 특허발명과 대비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발명을
개시하고 있으면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인용발명으로
주장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당해 간행물에 화합물이 일반식의 형태로 기재되고
당해 일반식이 엄청난 수의 선택지를 갖는 경우에는 특정의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
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정 선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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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추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
판결들이 인용발명 인정을 ‘실시가능요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반해 상기 기준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대상판결은 실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사관이 선행문헌에 개시된 복수의 구성요소들 중에 특정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진보성을 쉽게 부정하는 기존의 심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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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문헌에서 다수의 선택지 중에 특정 선택지를 인용발명으로
인정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고자 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선행문헌에 특정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 또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을 제시하며 거절해야 한다. 이는 역으로
출원인이 진보성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특정 선택지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 또는 우선적
으로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진보성 극복을 위한 항변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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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기재로부터 인용발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시요건’뿐만 아니라
‘실시가능요건’도 구비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1)

JAPAN

쟁점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간행물의 기재가 어느 정도로 발명을 개시해야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당업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본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간행물의 기재

판결요지

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간행물에 물건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의 기재 및 본 건 특허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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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에 대해 검토하면 인용예 1의 기재 및 본 건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인용발명 1의 장치를 당업자가 만들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알프레사 파마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관

당사자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이의2016-700611호

-

판결일자

2017년 4월 18일

2018년 11월 6일

판결결과

취소결정

취소

관련 지재권

특허 5845033호(등록일: 평성27년 11월 27일)
(발명의 명칭: 마이코플라즈마·뉴모니아 검출용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시험장치 및 키트)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1)

1)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의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
3.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공중이 이용가능
하게 된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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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간행물의 기재가 어느 정도로 발명을 개시해야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Ⅱ. 판시사항

IP Insight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당업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본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간행물의 기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간행물에 물건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의 기재 및 본 건 특허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
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에 대해 검토하면
인용예 1의 기재 및 본 건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인용발명 1의 장치를 당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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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건 취소결정은 진보성에 관한 판단 시 인용발명의 인정을 잘못한 결과, 제1 항체 및 제2
항체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는 점 및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점에 대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더욱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용이창작성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진보성 흠결의 결론을 도출하여 본 건 특허를 취소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
1은 상기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원결정을
취소한다.

Ⅲ. 사건의 경과
원고는 발명의 명칭을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mycoplasma pneumoniae)2) 검출용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시험장치 및 키트”로 하는 일본특허 제5,845,033호3)(이하, 본 건 특허)의 특허
권자이다.
본 건 특허에 대해 소외 제3자들로부터 2016년 6월경 이의신청(이의2016-700611호)을
접수한 특허청은 2017년 1월 14일부로 취소이유통지(결정예고)를 하였고, 특허권자는 동년
3월 27일에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mycoplasma pneumoniae)는 주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이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기관지염이며 상부 호흡기에서 인후염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폐렴을
유발하기도 한다.
3) 본 건 특허발명은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시험 장치 및 검출 키트의 항체로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 유래 P1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2개의 서로 다른 단일클론항체(제1 단일클론항체, 제2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함으로써 제2 단일
클론항체는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 유래 단백질에 결합되어 복합체를 형성하고, 제1 단일클론항체는 상기 복합체를 발색
시켜 검출하여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 유래 P1 단백질을 이용하여 검체에서 마이코 플라스마 ·뉴모니에 감염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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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7년 4월 18일 상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 건 특허에 대한 상기 정정은 인정되나
본 건 특허는 인용예 14)(국제공개공보 제2008/021862호)에 기재된 발명이나 해당 기술 분야
의 주지 사항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을 근거로 본 건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본 건 취소결정)을 하였다.

JAPAN

이에 원고는 본 건 취소결정에 인용발명의 인정 및 일치점과 상이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고
(취소이유 1), 차이점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으며(취소이유 2), 현저한 작용효과에 관한 인정
에도 잘못이 있음(취소이유 3)을 주장하며 본 건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2017년
5월 26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제기하였다.

Ⅳ.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2018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원결정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 인용발명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 1은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건 취소결정은 인용발명 1을 P1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여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측면유동(lateral flow)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인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요컨대, 본 건 특허발명은 P1 단백질에 대한 특이적인 단일 클론 항체에 착안한
것으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 처음으로 임상검체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 항원의
특이적인 검출을 실현한 발명으로, 인용예 1은 (ⅰ) 원래 P1 단백질과는 전혀 다른 단백질
(CARDS)과 다중 클론 항체에 착안한 발명의 특허 공보이며, (ⅱ) 인용예 1에서는 CARDS에
특이적인 다중 클론 항체를 이용한 경우조차도 임상 검체로부터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의
검출에 성공하고 있지 않고, (ⅲ) 원래 P1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에 대한 임상 검체는 물론
정제 rP1 단백질을 이용한 검출 실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취소결정은
P1단백질과 CARDS 단백질의 차이와 임상 검체와 비 임상 검체와의 차이, 심지어는 단일 클론
항체와 다중 클론 항체와의 차이를 모두 간과한 채 인용발명 1을 P1 단백질에 특이적인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환자 샘플(임상 검체)로부터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검출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먼저, 인용예 1로부터 본 건 취소결정이 인정한 인용발명 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4) 인용예 1은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조성물”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PCT/
US2007/075441(출원일: 2007.08.08.)의 공개공보(WO2008/021862)로, 다중클론의 rCARDS 또는 rPI 단백질의 항원결정
기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 및 이를 이용하여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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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당업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본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간행물의
기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또한, 본 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검토함에 있어 간행물에 기재한 물건의 발명과의 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행물에 물건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의 기재 및 본 건 특허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IP Insight

인용발명 1의 측면유동 장치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검출장치로, P1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즈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측면유동 장치
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1 단일클론 항체와 제2 단일클론 항체를 적절하게 조합시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용예 1에는 측면유동 장치에 이용하는 2개의 항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단일클론 항체의 조합을 나타내는 기재가 보이지 않고, 본 건 출원 시에 측면유동장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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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 항체의 조합이 주지임을 나타내는 증거도 없다.
또한, 인용예 1에 기재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샌드위치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일클론항
체를 알 수 없다. 또한, 인용예 1은 P1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로서 H136E7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치며, rP1에 대한 단일클론항체에 관해서는 그 해당 단일클론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
주도, 단일클론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등의 정보도, H136E7과의 샌드위치 복합체의 형성
유무에 관한 단서가 되는 기재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 단일클론 항체를 입수하여 그 단일클론
항체가 H136E7와 샌드위치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행 착오를 통해
H136E7와 조합하여 환자 샘플 중에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감지하는 측면유동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단일클론 항체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용예 1의 기재 및 본 건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인용발명 1의 장치를 당업자가 만들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고는 할 수 없는 바, 인용예 1에 인용발명이 기재되어 있다(또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음)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인용발명 1의 환자 샘플(임상 검체)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가 검출된다는 점에
관해 검토하면, 인용예 1의 실시예 7에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의 검출을
기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CARDS를 검출항원으로 한 항원 포착 EIA에 근거한 것으로서, P1
단백질 샌드위치 복합체의 형성에 따라 검출하는 인용발명 1의 디바이스는 항원도, 검출방법도
다르고, 검체에서 감염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도, 인용예 1에 인용발명이
기재되어 있다(또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취소결정은 진보성에 관한 판단 시 인용발명의 인정을 잘못한 결과, 제1 항체
및 제2 항체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는 점 및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점에 대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더욱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용이창작성의 판단을 전
혀 하지 않은 채 진보성 흠결의 결론을 도출하여 본 건 특허를 취소한 것으로, 상기 인용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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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잘못 및 차이점의 간과는 본 건 취소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
하는 취소사유 1은 상기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원결정을 취소한다.

Ⅴ. 시사점

JAPAN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는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을 위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인용발명의
예를 열거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가장 일반적인 인용발명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인용발명의
인정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바, ‘간행물의 기재’를 인용발명
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행물의 기재가 어느 정도로 발명을 개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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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심사기준에 의하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당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한다.
그러나 설사 상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1) 물건의 발명에 관해 간행물의 기재 및 본원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해서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방법의
발명에 관해서는 간행물의 기재 및 본원의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해서 당업자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5) 이에 의하면, 간행물에 물건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기재 자체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지재고재 판결6)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에 「물건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에 당해 물의 발명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동법2조1항 참조)에 비추어보면,
당해 간행물을 접한 당업자가 사고나 시행착오 등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것까지도 없이, 특허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해서 그 기술적 사상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심사실무 및 법원은 모두 간행물의 기재를 인용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행물이 ‘개시요건’뿐만 아니라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인용발명 1을 P1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여 환자 샘플
5) 일본심사기준 「제Ⅲ부 제2장 제3절 신규성·진보성 심사의 진행방법」 3.1.1(1)b
6) 知財高判 平22 ·8 ·19 平成21年(行ｹ)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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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이코플라스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측면유동(lateral flow)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인정
하여 본 건 특허를 취소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ⅰ) P1 단백질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환자 샘플에서 마이코플라즈마·뉴모니아를 검출하는 인용발명 1의 측면
유동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1 단일클론 항체와 제2 단일클론 항체를 적절하게 조합시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용예 1에는 측면유동 장치에 이용하는 2개의 항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단일클론 항체의 조합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고, 본 건 출원 시에 측면유동장치 등의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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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 항체의 조합이 주지라는 증거도 없는 바, 인용발명
1의 측면유동장치는 인용예 1의 기재 및 본 건 출원 시의 기술 상식으로부터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ⅱ) 인용예 1의 실시예 7의 방법은 항원도, 검출방법도 다르고, 검체에서
감염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인용예 1에 인용발명이 기재되어 있다(또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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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심사기준은 인용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간행물의 ‘게재정도’와 관련하여 ‘물건
발명’의 경우 물건을 생산하거나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7) 일본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체 담당자
라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기재된 발명을 근거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의 거절
이유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심사관의 지적사항 중 인용발명의 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205면.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란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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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용도발명의 실시가능요건에 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1)

의약 용도발명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의약의 용도발명은 일반적으로 물질명이나 성분조성 등이 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당해 용도의
유용성 및 그를 위한 당해 의약의 유효량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당해 의약을 당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의약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유용성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2. 본원발명에 관한 배합물이 의약으로서의 유용성을 갖는 것, 즉 본원발명에 관한 배합물을 사용하여
본원발명에 관한 각 의학적 상태 각각에 관해 예방 또는 치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당업자가 이해
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러한 효과의 존재를 뒷받침하
기에 충분한 실증예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는 당업자가 본원발명이 적어도 본 건 3개 질환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유용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이는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도 인정되지 않는 바, 본 출원은 당업자가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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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JAPAN

쟁점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원심결에는 오류가 없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아샤 뉴트리션 사이언스, 인코포레이티드
피고: 특허청장관

당사자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불복2014-8788호

平成２８年（行ケ）第１０２１６号

판결일자

2016년 5월 16일

2017년 10월 13일

판결결과

특허거절

기각

관련 지재권

特願２０１１－５０６３７７号
(발명의 명칭: 피질함유조성물 및 그 사용방법)

참조법령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1)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에서는 의약 용도발명에 관하여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 특
 허법 제36조(특허출원) ④ 전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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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업자가 본원발명이 적어도 본 건 3개 질환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유용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이는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도
인정되지 않는 바, 본 출원은 당업자가 본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원심결에는 오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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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원고는 갱년기 노화, 소화장애, 생식 장애 등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오메가 3 및 오메가
6를 포함하는 지질함유배합물에 관한 특허출원2)(이하, ‘본 건 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으로,
본 건 출원은 2009년 4월 20일 출원되어 2014년 1월 6일자로 거절사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5월 12일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절차의 진행 중에 동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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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2016년 2월 4일 제출하였다. 본원의
보정된 청구항 25의 발명(이하, ‘본원발명’)은 오메가 6 및 오메가 3 지방산의 함유 비율 및
용량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있고 갱년기 노화, 근골격 장애, 당뇨병 등 사용용도를 한정한 의약
용도발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25]
대상의 갱년기 노화, 근골격 장애, 기분 변화, 인지 기능 저하, 신경장애, 정신 장애,
갑상선 장애, 과체중, 비만, 당뇨병, 내분비 장애, 소화장애, 생식 장애, 폐 장애,
신장 질환, 안구 장애, 피부 장애, 수면 장애, 치과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감염,
염증성 질환, 고 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선택된 의학적
상태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사용을 위한, 다른 공급원에서 유래하는 지질 혼합물을
포함하는 지질 함유 배합물로서, 상기 배합물은 임의의 용량의 ω-6 지방산 및
ω-3 지방산을 포함하고, ω-6 대 ω-3의 비율이 4 : 1 이상이고:
(i) ω-3 지방산은 총 지질의 0.1 ~ 20 중량 % 인 것; 또는
(ii) ω-6 지방산의 용량은 40g 이하인, 지질 함유 배합물.
특허청은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서포트
요건 위반), 본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본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하고 있지 않음(실시가능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3)
2) 특원 제2011-506377호(출원일: 2009년 4월 20일, 발명의 명칭: 지질함유조성물 및 그 사용방법)
3) 구체적인 심결 이유는 (ⅰ)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각 의학적 상태 중 내분비 질환,
신장 질환, 암을 예방 및/또는 치료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기재가 인정되지 않고 그것

220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년 9월 26일 본 건 심결취소소송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제기
하였다. 원고는 서포트 요건 위반 및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심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으며, 본 건
거절이유통지에서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및 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포트요건 및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들에 관한 보정 및 반론의 기회가 실질적
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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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먼저 원심결에 실시가능요건 판단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 제36조제4항제1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할 것’을 정한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물(物)의 발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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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명에 관한 물의 생산, 사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당업자가 당해 발명에 관한 물을 생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본원발명과 같은 의약의 용도발명은 일반적으로 물질명이나 성분조성
등이 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당해 용도의 유용성 및 그를 위한 당해 의약의 유효량을 예측
하기 곤란하여 당해 의약을 당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의약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유용성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발명이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 건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본원 발명에 따른 배합물을
사용함으로써 본원 발명에 관한 각 의학적 상태 각각에 대한 예방 및/또는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러한 효과의 존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실증예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실시가능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먼저 본원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먼저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원발명의 출원전 문헌들로부터
ω-6 지방산을 과잉섭취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ω-6 지방산을 감소시키고,
ω-6 지방산과 ω-3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4:1’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본원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 인정되지만, 본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ω-3 지방산은 총 지질의 0.1 ~ 20
이 본 건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명백하다고 할 근거도 없는 점에서 ,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ⅱ) 본원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이기 때문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실시가능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유용성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나, 본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검토하더라도 본원 발명에 따른 각 의학적 상태 중 내분비 질환,
신장 질환, 암을 예방 및/또는 치료하는 것에 유용하다고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인정되지 않고, 그것이 본 출원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으로부터 명백하다고 할 근거도 없는 바, 본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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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인 것 또는 ω-6 지방산의 용량은 40g 이하”를 포함하는 지질함유배합물의 사용이 본원
발명에 관한 각 의학적 상태의 예방 및/또는 치료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은 본 건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상세한 설명에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및 암 질환(이하, ‘본 건
3 질환’이라 함) 각각에 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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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 범위의 지질화합물을 각 의학적 상태의 대상
에게 투여한 실증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재만으로는 본원발
명에 관한 배합물을 사용하여 상기 각 의학적 상태의 예방 또는 치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
이로부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 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업자가 본 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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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본원발명이 유용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이는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도 인정되지 않는 바, 본 출원은 당업자가 본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본원 명세서의 실시예 11, 13, 16 내지 20가 모두 내분비장해에 포함되고, 실시예 12
및 18의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신장질환과 병인을 공통으로 하며, 실시예 21의 “조직
복구”에는 암 예방 및/또는 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본 건
3 질환의 예방 및/또는 치료에 본원 발명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상기와 같이 본원 명세서의 실시예의 기재로는 당업자가 본 건
3 질환에 관한 각 의학적 상태를 예방 및/또는 치료하는 데 본원발명이 유용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절차 위법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 건 거절이유통지
‘이유 3, 4’에서 본 건 보정 후 청구항 25에 해당하는 본 건 보정 전 청구항 21에 관하여, ‘열거
된 전부의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배합물이 유효하다고 할 근거가 불명확
하다(열거된 의학적 상태 전부에 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상기 ‘열거된
의학적 상태 전부’에는 본 건 3질환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건 거절이유 통지는 본 건 3 질환에
4) 지
 적재산고등재판소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 6~단락 [0063] 표 13의 ‘ω-6: ω-3의 범위’ 는 모든 의학적 상태에서
‘1:1~45:1’이 되어 본원발명의 배합물에서 ω-6대 ω-3의 비인 ‘4:1 이상”과 부합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단락[0071]
내지 [0111])의 “ω-6 지방산 및 ω-3 지방산을 일정 비율 및 양으로”, “ω-6 및 ω-3의 최적의 균형”, “배합물은 임의의 용량의
ω-6 지방산 및 ω-3 지방산을 포함하고, ω-6 대 ω-3의 비율이 4:1 이상” 등을 언급하며 이들 범위의 지질배합물이 각
의학적 상태인 대상에게 투여된 실증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재만으로는 본원발명에 관한 배합물을
사용하여 상기 각 의학적 상태의 예방 또는 치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고, ω-6 및 ω-3 지방산의
섭취레벨이 많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원고의 주장대로 공지라고 해도 ω-6 및 ω-3 지방산을 어떻게 섭취
하면 각 의학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인데, 본 건 발명의 실시예의 기재를 보더라도 본 건 3 질환의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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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본원발명의 배합물의 유용성, 즉 본원의 실시가능성 등의 충족여부를 의문시하고 그
근거를 석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 본 건 보정을 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부터 원고에게 보정 및 반론의 기회가 부여됨이 명백하므로 절차 위법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원심결의 실시가능요건 판단에 오류가 없고 절차 위법

JAPAN

또한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서포트 요건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Ⅴ. 시사점
본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업자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의 유용성(효과)를 기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5)에 따르면서도 실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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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4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6조제4항이 규정하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목적·
구성·효과의 기재’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변경하여, 발명의 효과(유용성)의 기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6) 그러나 발명의 구성을 통해 발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기계, 전자 등의
기술 분야와 달리, 화학·제약·유전공학 등의 분야는 발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7), 실무적으로 이들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효과(발명의 유용성)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발명의 효과를 기재함에
있어 약리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해당 의약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실시가능요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취급하며, 흠결시 거절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8)
5) 지재고판 평19.3.1 (평성17년 (行ケ) 10818) 「타키솔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암제(制癌劑)」, 동경고판평15.12.26 (평성15년
(行ケ) 104) 「타키키놀 길항체의 의학적 신규용도」에서 “의약용도발명은 물질명이나 화학구조로부터 그 유용성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를 위한 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업자가 당해 의약이 실제로 그 용도에서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약리데이터
또는 이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용도의 유용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6)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의 법제, 심사현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유용성’과 ‘산업상 적용가능성’이란 개념을 통해 발명의
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6년 특허법 개정(2007.1. 3. 법률 제8197호에 의한 개정)을
통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대상에서 발명의 효과를 삭제하였다.
7) 조영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인권과정의, 2012년8월, 97면.
8) 일본심사기준 제1부제1장3.2.1(5)및3.2.3(2))에 의하면, 의약발명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하나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
를 기재해야 하며, 실시예 기재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용도를 뒷받침하는
실시예로는 보통 약리시험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약리시험결과는 청구항에 관련된 의약 발명에 약리작용이 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i) 어떤 화합물을, (ii) 어떤 약리시험계에 적용하여, (iii)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그리고
(iv) 그 약리시험계가 청구항에 관련된 의약발명의 의약 용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두를 밝혀야 하며, 수치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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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원발명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에 이러한 효과의 존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실증예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수적이라
하여 상기한 실무의 기준과 부합하는 듯하면서도, 실증예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실시
가능요건 흠결이라 판단하지 않고, 먼저 출원 당시의 기술문헌들로부터 기술상식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당업자가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있다. 이는 수치데이터로 구성된 약리시험결과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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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심사기준에 비해 보다 유연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출원인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또한, 본 건 판결에서는 거절심결에서 다루어진 본 건 3
질환(내분비질환, 신장질환 및 암)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나 본 건 판결이 제시한 실시가능
요건의 판단기준을 나머지 질환들에 적용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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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약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모든 용도에 대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
하도록 출원 시에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실시예를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항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으면, 이를 보완하는 보정은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
반대로 상대방의 의약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의 등록특
허가 약리효과를 충분히 기재했는지, 즉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2015년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비아그라 사건11)의 경우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리시험계의 특성상 결과를 수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와 동일시
할 정도의 객관적인 기재, 예를 들면 의사의 객관적인 관찰결과 등에 대해서만 허용가능하며, 약리시험계로는 임상시험, 동
물실험 또는 시험관내 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9) 지재고판, 平17.10.19., 平17(行ケ)10013号 사건에서 법원은 “이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상 핵산분자
전체가 프로브(probe)나 프라이머(primer)로 이용되어 이 사건 OB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검출, 증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용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바, 명세서에 기재된 50여개의 실시예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유용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핵산분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명세서 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10) 강동세·이재웅, “약리효과에 관한 명세서 기재정도”, 지식재산21, 2002년 3월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 데이터를 추후에 추가하는 것은 보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성적(定性的)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만 있어도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약리시험데이터에 관하여
추후의 보정을 허용하거나 의견서 등에 그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등록무효(특).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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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하나, 그 내용 및
정도는 무효심판청구인이 주장입증하는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1)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판결요지

1. 모인출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허권자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내용 및 정도는 모인출원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사정의 내용 및 무효심판청구인의
주장입증활동의 내용, 정도가 어떤 것인가에 의해 좌우된다.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주장입증의 정도는 비교적 간이한 것이면 충분한 것에 반해,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이를
뒤집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2. 본
 건 발명 1에 관하여 원고는 발명자인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고 피고가 발명자임을 인정할 만큼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건 발명 2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발명자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고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가 본 건 발명
2의 방법을 착상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 일응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피고는 주장입증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X
피고: Y (특허권자)

당사자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무효2014-800187호

平成２７年（行ケ）第１０２３０号

판결일자

2015년 9월 25일

2017년 1월 25일

판결결과

특허유효

일부기각, 일부인용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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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귀속 및 입증정도

JAPAN

쟁점

特願２０１１－５０６３７７号
(발명의 명칭: 피질함유조성물 및 그 사용방법)
평성23년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 전 특허법 제123조 제1항 제6호1)

1) 평성23년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 전 특허법 제123조 제1항 제6호는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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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에서는 모인출원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서 모인출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요구되는 주장입증의 내용 및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

Ⅱ.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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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발명 1에 관하여 원고는 발명자인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
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고 피고가 발명자임을
인정할 만큼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건 발명 2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발명자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고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가 본 건 발명 2의 방법을 착상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 일응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피고는 주장입증책임을 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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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각 발명 중 본 건 발명 2에 관해서는 그 발명자가 피고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 건 발명 1 및 3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바, 원고의 청구는 본 건 심결 중 본 건
특허의 청구항 1 및 3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Ⅲ. 사건의 경과
원고와 피고, 그리고 A는 2006년경부터 공동으로 연소실클리너에서 세정제의 분출량이나
분출시간이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한 제품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회사로 2007년 1월 23일 “일본인테그레이티드워크스 주식회사”(이하, ‘일본
인테그레이티드’)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13년 7월 22일 동회사를 해산할 때까지 원고는 동회
사의 이사역, 피고는 대표이사역, A는 감사역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년 6월 8일 발명의 명칭을 ‘분출노즐관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분출
노즐관’으로 하는 특허출원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였다. 피고의 특허출원은 2012년 3월 30일
일본특허 제4,958,194호로 등록되었다. 피고가 등록한 특허(이하, ‘본 건 특허’)는 스프레이 캔·
에어로졸 캔 등에 이용되는 열가소성을 갖는 합성수지소재로 이루어진 분출노즐관이 내용물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 특허의 청구항 1 및 22)는 각각
2) 【청구항1】 열가소성을 가지는 합성수지 소재에 의해 제조된 노즐관 본체에서 밸브 기능을 구비한 분출 노즐관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노즐관 본체의 중공부 내에 소정 직경과 폭을 갖는 바늘부재를 꽂아 배치하는 공정과, 노즐관 본체의 소정
위치를 소정 길이만큼 가열하여 연화시키는 공정과, 가열에 의해 연화된 부분을 노즐관 본체의 외경에 변화가 없도록 누르면서
노즐관 본체의 길이 방향의 양단측에서 밀어넣는 공정과, 가열된 부분을 냉각하여 고화시키는 공정과,고화 후에 바늘부재를
뽑아내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출 노즐관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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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노즐관의 제조방법, 그리고 청구항 33)은 청구항 1 또는 2에 의해 제조된 분출노즐관에 대한
것이다(이하,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본 건 발명1’, ‘본 건 발명2’, ‘본 건 발명3’이라 함).
원고는 본 건 특허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발명은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발명자가
아닌 피고 명의로 출원한 본 건 특허가 평성23년 법률 제63호에 의한 개정 전 특허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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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본 건 발명 1 내지 3 모두 피고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2015년 9월
25일 ‘본 건 심판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5년 10월 29일 본 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제기하였다.

Ⅳ.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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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우선 모인출원을 이유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모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는 특허권자에게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특허권자가 발명의 경위 등을
개별적, 구체적, 그리고 상세하게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
면서, 특허권자가 먼저 출원한 사실은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라는 사실을 추인시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해야할 내용 및 정도는 모인출원을 의심케하는 구체적인 사정의 내용, 그리고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입증활동의 내용 및 정도가 어떤 것인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또한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주장입증의 정도는 비교적 간이한 것이면
충분한 것에 반해,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이를 뒤집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주장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모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어느
정도로 그것을 의심케 하는 사정(즉, 피고가 아닌 원고가 본 건 각 발명의 발명자인 것을 나타
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고 피고가 발명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주장입증을
【청구항 2】 열가소성을 가지는 합성 수지 소재에 의해 제조된 노즐관 본체에서 밸브 기능을 갖춘 분출 노즐관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노즐관 본체의 중공부 내에 소정 직경과 폭을 갖는 바늘 재료를 꽂아 배치하는 공정과, 노즐관 본체의 바깥
둘레의 소정 위치에 소정 길이의 열 수축 튜브를 결합하는 공정과, 열 수축 튜브가 감합된 부분을 가열하여 노즐관 본체를
연화시키는 동시에 상기 열 수축 튜브를 수축시키는 공정과, 가열된 부분을 냉각하여 고화시키는 공정과, 고화 후에 바늘
부재를 뽑아내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출 노즐관의 제조 방법.
3) 【청구항 3】 상기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분출 노즐관로서, 노즐관 본체의 중공부 내에 상기
노즐관 본체의 내경보다 작은 직경의 관통 구멍을 갖는 밸브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출 노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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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먼저 원고가 본 건 각 발명을 착상하고 완성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을 살펴보았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 건 발명 1(및 본 건 발명 3 중
본 건 발명 1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 발명자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즉, 모인을
의심케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고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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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발명 2(및 본 건 발명 3 중 본 건 발명 2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발명
자인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입증에 대한 인정사실을 기초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피고가 본 건
발명 각각에 대해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건 발명 1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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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원고가 발명자인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고 피고가 발명자임을
인정할 만큼 주장입증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피고가 본
발명의 착상을 얻어 구체화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가
2010년 4월 연소실 클리너의 유량조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외 B가
진술한 바와 같이 밸브 구조를 구비한 신형 노즐을 제작하여 B에게 제공한 사실은 원고가 그
반년후인 2010년 10월 5일에 갑26의 노즐을 시험제작하여 토출량의 테스트를 했던 사실과
정합하지 않는 점, 2010년 4월 당시 원고 외 3인은 본 건 발명의 과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어 적절한 정보교환을 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고 및 A는 해당 시점 및 그 이후에도 피고가
이미 밸브구조를 갖는 노즐관을 완성시킨 것에 대해 알지 못한 점, 원고 및 A가 피고의 노즐관에
대해 알았더라면 2010년 10월경에 그보다 완성도가 낮은 방법으로 노즐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부터 피고가 원용하는 증거는 서로 모순되는 등, 본 건 발명 1을 완성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을
만큼의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건 발명 2에 대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원고가 그 발명자임을 나타내는 구체
적인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고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건
발명 1의 경우과는 달리 피고가 해야 할 발명자의 주장입증의 정도는 비교적 간이하면 충분하
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본 건 발명 2의 방법을 착상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관하여 그 구체
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일응의 증거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적어도
상술한 정도를 만족할 만큼의 주장입증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본 건 발명 3에 관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 건 발명 3이 본 건 발명 1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분출노즐관과 본 건 발명 2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분출노즐관 양자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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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므로, 본 건 발명 1에 대해 피고가 발명자임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주장입증을 못한 이상
본 건 발명 3의 전부에 대해 피고가 발명자임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상기로부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본 건 각 발명 중 본 건 발명 2에 관해서는 그 발명자가
피고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 건 발명 1 및 3에 관해서는 그 발명자가 피고인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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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바, 본 건 심결 중 본 건 특허의 청구항 1 및 3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시사점
모인 출원이란 타인의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갖지 않은 자(발명자 및 발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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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출원을 말한다.4) 특허법은 모인
출원에 대해 특허거절이유(일본특허법 제49조 제7호) 및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23조 제1항
제6호)로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고 있다. 모인 출원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는 특허법상의 조치로서 특허무효심판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이용한
새로운 특허출원,5) 특허권 이전청구6)7)를 할 수 있다.8)
이처럼 모인을 원인으로 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의
인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절차법의 일반적인 개념상 무효심판을 청구한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법원은 예외적으로 모인출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9) 그러나 이처럼 모인출원의 입증책임이 특허권자에게
4) 일본특허청,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2012.1.12. 41면.
5) 일본특허청,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2012.1.12. 42면. 진정한 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을 얻음으로써 단독으로 모인 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東京地判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방식심사편람45.25참조)
6) 특허법 제74조(특허권 이전의 특례) ① 특허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그 특허가 제38조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당해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해당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관한 제65조 제1항 또는 제18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같다. ③ 공유에 관한 특허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실용신안법 제17조의2, 의장법 제26조의2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8) 민법 제709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9)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평성18년 1월 19일 선고 2005년(행케)10193호. 이 판결에서 특허권자는 타인이 출원한 특허를 양도받은
것이고 자신이 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
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특허권에 모인출원 등의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특허공보 등의 발명자를 특정
하여 인증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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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모인했다’라고 주장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주장입증하도록 한다면 이는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법원은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심판
청구인의 입증의 정도에 의존한다고 판시하여 모인 특허권자에게 전환된 입증책임의 일부를
실질적으로는 심판청구인측으로 이전시키는 듯한 판결을 하였다.10)

IP Insight

본 판결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기존의 판례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주장입증의 정도는 비교적 간이한 것이면 충분한 것에
반해, 무효심판청구인이 모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이를 뒤집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모인출원의 입증 내용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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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먼저 모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어느 정도로 그것을 의심케하는 사정(즉,
피고가 아닌 원고가 본 건 각 발명의 발명자인 것을 나타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주장입증을 뒤집고
피고가 발명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주장입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여, 주장입증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한국법원은 특허출원인(내지 특허권자)이 모인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효심판청구인은 적어도 자신이 개발한 모인대상발명의 핵심기술과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11)하여, 무효심판청구인에 대해서도 모인에
관한 입증책임을 일부 부담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치 확인청구에서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수준의 특정에 불과한 점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모인출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중하다. 양당사자의 형평에 맞추어 모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재분배한 일본
법원의 태도가 더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0)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평성22년 11월 30일 선고, 평성21년(행케)10379호
11) 한국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8허9269 판결. 특허출원인(내지 특허권자)이 발명자인지 여부 또는 정당한 승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내지 특허권자)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대상발명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도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인(원고)은 적어도 자신이 개발한 모인대상발명의 핵심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술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분별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까지 특허권자가 일일이 특허발명의 정당한 발명자인 점을 입증하도록
관철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발명의 경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영업상의 비밀로 취급되는 기술까지 공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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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제1요건 ‘본질적 부분’의 의미 및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1)

JAPAN

쟁점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대상제품의 치환된 부분이 균등 제1 요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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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래기술과 비교한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특히 종래기술과의
비교로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공헌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일부에 관하여 이것을 상위개념화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허발명의
공헌 정도가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판시사항
그러나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서 기재된 것이 출원 시의 종래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래기술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이 경우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욱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접한
것이 되며 균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좁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급

1 심 (원심)

2 심 (항소심)

원고

X

피고

주식회사 사이버에이전트

당사자

법원

동경지방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平成２８年（ワ）第３５１８２

平成２９年（ネ）第１００９６号

판결일자

2017. 10. 30.

2018. 6. 19.

판결결과

기각

기각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일본특허 제4,547,077호
민법 제703조1)

1) 민
 법 제703조(부당이득 반환의무)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받고, 따라서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자(이하, 이 장에서 ‘수익자’라
한다)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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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고 시스템이 본 건 특허의 균등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시
스템의 치환된 부분이 균등 제1 요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IP Insight

Ⅱ.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래기술과 비교한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특히 종래
기술과의 비교로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공헌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일부에 관하여 이것을 상위개념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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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특허발명의 공헌 정도가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서 기재된 것이 출원 시의
종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래기술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이 경우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욱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접한 것이 되며 균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좁은 것으로
해석된다.

Ⅲ.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발명의 명칭을 ‘휴대단말서비스 시스템’으로 하는 본 건 특허2)3)의 특허권자인 원고
(항소인)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피항소인)에
2) 일본특허 4,547,077(출원일: 평성12년 9월 14일, 등록일: 평성22년 7월 9일)
3) 본 건 특허의 청구항 1을 구성요소 A 내지 H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항 1】
A. 표시부와 전화회선망의 통신 수단을 구비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전화 회선망에 접속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B.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복수의 캐릭터에서 표시부에 표시할 마음에 든 캐릭터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캐릭터를 상기
표시부에서 표시가 자유롭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휴대단말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C. 그 결정한 캐릭터에 맞는 정보 제공료를 통신료에 가산하는 결제 수단을 구비하고,
D. 상기 캐릭터가 여러 부분을 조합하여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E.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것에 의해 복수의 파트마다 준비된 복수의
패턴에서 하나의 패턴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적어도 한개 이상의 파트를 마음에 든 파트로 결정하고, 복수의 파트를
조합하여 마음에 든 캐릭터를 창작 결정하는 창작 결정 수단을 구비하고,
F. 상기 창작 결정 수단에서, 상기 표시부에 가상몰 및 기본 파트를 결합하여 이루어진 기본 캐릭터를 표시하고,
G. 상기 기본 캐릭터가 상기 가상몰 중에 마련된 상점에서 상기 파트를 구입함으로써 상기 파트마다 준비된 복수의
패턴에서 하나의 패턴을 결정하고, 상기 기본 캐릭터를 마음에 든 캐릭터로 바꾸는 조작에 의해 마음에 든 캐릭터를 창작
결정하는 교체부를 구비한,
H. 휴대 단말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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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본 건 특허를 문언상 침해 또는 균등에 의한 침해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평성21년 8월 18일경부터 ‘아메바피그’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피고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휴대단말로 접속하여 자신이 고른 돼지 캐릭

JAPAN

터를 만들고 이를 광장 등의 가상의 공간에 표시하여 다른 사용자와 채팅을 할 수 있고, ‘shop’에서
돼지의 옷이나 가방 등의 아이템을 구입할 때에는 가상통화인 코인을 통해 구입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 시스템은 본 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
시스템이 적어도 캐릭터에 따른 정보 제공료를 통신료에 가산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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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몰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적어도 본 건 특허의 구성요소 C, F 및 G를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문언상 본 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본 건 특허의 구성요건 A 내지 H 전부가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본 건 발명과 피고 시스템의 상이한 부분은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균등 제1 요건(비본질적 부분)을 만족하지
않고, 출원경과로부터 균등의 성립을 방해할 특단의 사정이 있어 제5요건(특단의 사정) 또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항소인)는 불복하여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Ⅳ.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결과적으로 피항소인의 시스템이 본 건 특허의 문언상의 기술적 범위는 물론
균등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쟁점별로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피고시스템이 문언상 본 건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본 건 발명의 ‘과금 수단’(구성요건 C)는 그 문언과 같이 결정한 캐릭터에 따른 정보 제공료를
통신료에 가산하는 태양의 과금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피고 시스템은 ‘정보 제공
료를 통신료에 가산하는 과금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캐릭터에 따른 정보 제공
료’를 ‘통신료에 가산’하는 것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시스템은 본 건 발명의 과금 수단을 갖는
다고 할 수 없고, 본 건 발명의 ‘가상몰’(구성요건 F 및 G)은 ‘기본캐릭터’가 생활하는 장소로
점포만이 아니라 가상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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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피고 시스템은 본 건 발명의 ‘가상몰’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구성요건 C, F 및 G를
충족하지 않는 바, 피고 시스템은 문언상 본 건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시스템이 본 건 특허와 균등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이용하는 방법(대상 제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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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라도, ① 그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② 그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으로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③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며,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시의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
발명의 특허출원 절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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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 없을 때에는,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최고재평성6년(오) 제1083호 동10년2월
24일 제3소법정판결·민집 52권 1호 113항, 최고재평성28년 (애) 제1242호 동29년 3월 24일
제2소법정판결·민집71권 3호 359항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 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던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 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
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과제 및 해결수단과 그 작용효과를 파악한 다음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 중에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정하여 인정해야 한다. 즉,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래기술과 비교한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특허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특히 종래기술과의 비교로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공헌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일부에
관하여 이것을 상위개념화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허발명의 공헌 정도가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
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서 기재된 것이 출원 시의 종래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래기술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이 경우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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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접한 것이 되며 균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좁다고 해석된다.4)
먼저 본 건 발명의 공헌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본 건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과 본 건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및 작용효과를 살펴보면, 본 건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기재된 내용은 본 건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본 건 특허의 과제가 미해결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본 건 특허의 과제가 본 건 특허출원시 종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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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므로,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본 건 명세서의 기재 이외에 증거자료(을 6, 8 및 9)에
기재된 상기 기술을 참작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본 건 명세서의 기재 및 증거자료(을 6, 8 및 9)에
기재된 기술에 의하면, 캐릭터 선택·변경 등의 형태에 관한 구성 (상기 ① 및 ② 및 ③의 조합)에
대해 본 건 명세서는 여러 부품을 조합하여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창작결정하는 것(상기 ② 및
③)을 휴대 단말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상기 ①)이라는 발상 자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현에 미해결인 기술적 곤란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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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 대한 본 발명의 기여 정도는
작으며, 캐릭터의 선택 등에 대한 과금에 관한 구성(상기 ② 및 ③ 및 ④의 조합)에 대해서도,
본 건 명세서는 여러 부품을 조합하여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창작결정하고(상기 ② 및 ③) 당해
결정한 캐릭터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료를 통신료에 가산(상기 ④)하는 발상 자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이러한 과금 방법의 구현에 미해결인 기술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 대한 본 건 발명의
기여 정도는 작은 바,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 시스템이 본 건 특허의 구성요건 C, F 및 G를 구비
하고 있지 않은 바, 피고 시스템이 본 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본 건 발명과 본질적 부분에서 상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시스템은 균등 제1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구성요건 C, F 및 G는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구성 요건 E, F'(「창작결정수단에서 표시부에 기본 부품을 결합한 기본 캐릭터를 표시」)
및 G’(「기본 캐릭터가 가게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부품마다 준비된 여러 패턴에서 하나의 패턴을
결정하고 기본 캐릭터를 마음에 든 캐릭터로 교체하는 조작을 통해 마음에 든 캐릭터를 창작
결정하는 교체부를 구비」)이며, 피고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1 요건을 충족
한다고 주장하나, 구성 요건 E, F’ 및 G’는 을 8에 도시된 종래 기술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건
E, F’및 G’의 조합은 그것만으로는 본 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 없다.
한편, 제5요건(특단의 사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에 의하면 항소인은 구성요건 A~C 및 H로
이루어진 발명(출원 당초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관한 발명) 및 구성 요건 A~E 및 H로
4) 이는 원심에서 인용된 평성 28년 3월 25일 선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平成27年(ネ) 第10014号 特許権侵害行為差止請
求控訴事件（原審 東京地方裁判所平成25年(ワ) 第4040号）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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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발명(출원 당초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에 갈음하여 구성 요건 A ~ H로 이루어진 발명 (출원 당초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과
함께 2 및 5를 합한 발명) 로 한정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항소인은 구성요건
F 및 G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본 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했거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같이 해석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균등의 성립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바, 균등 제5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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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대상판결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균등론의 제1 요건인 “비본질적 부분”의 해석 및 판단
방법을 다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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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균등론의 제1 요건, 즉 ‘특허청구범위와 대상제품의 다른
부분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은 우리나라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미국의 ‘비본질적
차이(insubstantial difference)일 것’에 대응하는 요건으로, 일본에서 균등침해를 부정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5) 이처럼 제1 요건은 균등 침해 인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임
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부분’ 자체가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무엇을 본질적 부분으로 파악하는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학계에서는 “본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ⅰ) 특허발명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본질적 부분설’과 (ⅱ)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기술적 사상 동일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허발명의 구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부분설에 의하면 ‘특징적 구성’이라고 판단되는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게
되면 균등침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균등침해의 성립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반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중시하는 기술사상 동일설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 자체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치환된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사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침해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게 된다.6)
기존의 일본 하급재판소는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파악하여 균등침해성립을 부정하는 등 본질적 부분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다.7)

5) 竹田和彦, 特許의 知識, 제8판, 김관식 외(역), 도서출판 에이제이디자인기획, 2011, 531면. 볼스플라인 판결 이후 2002년까
지의 하급심 판결에서 균등론을 불인정한 110건 중 71건은 ‘비본질적 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균등을 부정했
다. 결국, 일본에서‘비본질적 부분’요건은 균등침해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요 요건으로 그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6) 김병필,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2013년 3월), 32면
7) 구대환, 일본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201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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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중공골프클럽 헤드” 사건8)과 “맨홀커버” 사건9) 및
“비타민D 제조방법” 사건10) 등에서 “본질적 부분”을 발명의 “기술적 사상”으로 보고 비록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술적 사상 동일성에 가까운 판시를 한 바 있다.11)

JAPAN

대상판결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먼저 제1 요건의 ‘본질적 부분’의 의미를 ‘당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 정의하고,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과제 및 해결
수단과 그 작용효과를 파악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에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종래기술
대비 특허발명의 공헌 정도’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 균등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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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서 기재된 것이
출원 시의 종래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래기술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 본질적 부분은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욱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접한 것이 되며 균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종래기술 대비 특허발명의 공헌정도를 기준으로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의 확장해석으로 허용되는 한도까지 특허발명의
보호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허청구범위 기재를 기초로 형식적으로 본질적 부분을 파악하는
본질적 부분설의 단점과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을 떠나서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표현되는 추상
적이고 일반적인 과제해결원리를 추출하여 다소 모호하고 넓게 균등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술
사상 동일설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식
재산고등재판소 제1 재판부 판결의 하나로서 추후 일본 법원들의 판결들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8) 知財高裁 平成22年 5月 27日, 平21(ネ) 10006号.
9) 知財高裁 平成23年 3月 28日, 平22(ネ) 10014号. (第一審: 平成22年 1月 21日 大阪地裁判決 平20(ワ) 14302号·平20(ワ)
16194号·平20(ワ) 16195号.)
10) 知財高裁 平成28年3月25日, 平成27(ネ)10014((第一審: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２５年(ワ)第４０４０号)
11) 구대환, 일본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2016.12),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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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특허의 전용실시권자가 방법특허를 실시하는 기계를 생산・판매 및
대여한 경우 실시료 지급에 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유 지 원 변리사

IP Insight

전용실시권자에 의해 방법특허의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물건의 제조·판매 및 렌탈 행위에 관하여

쟁점

(ⅰ)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에 관해 상반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ⅱ) 본 건 전용실시
권 설정계약서 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본 건 전용실시권의 소멸여부, 및 (ⅲ) 전용
실시권자에 대한 금전청구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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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제17조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 건 전용실시권과의 관계에서 동
조항은 기간 이외의 각종 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5년을 목표로 정하는 취지의 규정인 것으로 해석
되며 본 건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은 특허권 만료 시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
전용실시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본 건 액의 판매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본 건 기계의 제조·
판매 및 렌탈(임대)는 허락을 받지 않은 본 건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항소인은 전용실시권
에 기해 본 건 기계를 제조·판매할 수는 있지만 항소인에 대하여 이용대가로서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다. 본 건 전용실시권계약 체결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치과병원에서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본 건 기계의 판매를 염두에 둔 실시료의 정함이 없으며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인 제2조 제8항 제1호 및 제7항 유추적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항소인은 본 건

판시사항

전용실시권에 기해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 점 및 갑 4 계약에는 본 건 기계의 제조·
판매에 관한 실시료에 관해 정함이 없는 것으로부터 본 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품을 판매하여
판매처인 치과병원에 본 건 발명을 실시하도록 할 경우 항소인에게 대가를 무상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의한 본 건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해
서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추인된다.
3. 본 건 기계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인의 청구금액의
지불에 응해온 것으로부터 이러한 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는 계약해지의 기초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렌탈에 대해서도 피항소인의 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나,
본 건 기계 렌탈에 따른 실시료에 대해 항소인이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계약
서에 이러한 실시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상황에서의 미납은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기초에 있는 신뢰관계를 끊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본 건 전용실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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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소심)

원고

株式会社ピカパワー

피고

株式会社キャスティングイン

당사자

오사카 지방법원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平成２７年（ワ）第１０５３２号

平成２９年（ネ）第１００８７号

판결일자

2017. 6. 20.

2018. 4. 18.

판결결과

기각

기각

관련 지재권

JAPAN

법원

일본특허법 2조3항1) 101조4호, 5호2)

참조법령

Ⅰ.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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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등록특허 제4,324,639호(출원일: 2008. 1. 16., 등록일: 2009. 6.12.)
(발명의 명칭: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한 은이온 정착화물 및 은이온 정착화방법 및 은이온
정착화물의 제조방법)

1)2)

본 사안은 방법특허의 전용실시권자가 방법특허의 간접침해 물건을 제조·판매 및 렌탈한
사건에 있어서, ⅰ)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에 관한 계약의 해석, ⅱ)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여부, 및 ⅲ)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금전청구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Ⅱ. 판시사항
1. 계약서 제17조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 건 전용실시권과의 관계
에서 동 조항은 기간 이외의 각종 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5년을 목표로 정하는 취지의 규정인
1) 제2조(정의)
③ 이 법률에서 발명에 관하여 ‘실시’는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말한다.
1.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등(양도 또는 대여를 말하고,
그 물건이 프로그램 등인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수출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양도 등을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을 하는 행위
2. 방법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의 사용을 하는 행위
3. 물
 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 있어서는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의 사용, 양도 등, 수출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2) 제
 101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4.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경우 업으로서 그 방법의 사용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5. 특
 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경우 그 방법의 사용에 사용하는 물건(일본국내에 있어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그 발명에 의한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이고,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서 그 생산, 양도 등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239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본 건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은 특허권 만료 시까지로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
2. 본 건 액의 판매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 및 렌탈(임대)는 허락을 받지 않은 본 건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므로, 항소인은
전용실시권에 기해 본 건 기계를 제조·판매할 수는 있지만 항소인에 대하여 이용대가로서 실시료

IP Insight

지급의무가 있다. 전용실시권계약 체결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치과
병원에서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본 건 기계의 판매를 염두에 둔 실시료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인 제2조 제8항제1호 및 제7항 유추적용 또한 인정되지 않지만, 피항소
인은 본 건 전용실시권에 기해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 점 및 갑 4 계약에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관한 실시료에 관해 정함이 없는 것으로부터 본 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품을
판매하여 판매처인 치과병원에 본 건 발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항소인에게 대가를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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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의한 본 건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추인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기준에 따라 본 건 기계판매에 대한 실시료는 매출의
6%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본 건 기계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인의 청구
금액의 지불에 응해온 것으로부터 이러한 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는 계약해지의 기초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렌탈에 대해서도 피항소인의 채무의 이행
지체가 성립하나, 본 건 기계 렌탈에 따른 실시료에 대해 항소인이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인정
할 근거가 없고, 계약서에 이러한 실시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상황에서의
미납은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기초에 있는 신뢰관계를 끊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본 건 전용실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Ⅲ. 사건의 경위
1.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항균성능지속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로, 본 건 특허3)의 특허권자이다.
본 건 특허는 의치, 인공관절, 치과 가공물 등의 항균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온 정착화
방법(청구항 1 내지 4)과 이온 정착물의 생산 방법(청구항 5 내지 8은)을 권리범위로 한다.
피고는 의치기공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와 2011년 3월 18일 ‘특허권실시·노하우
3) 특허 제4324639호(출원일: 2008년 1월 16일, 등록일: 2009년 6월 12일, 발명의 명칭: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한 은이온
정착화물 및 은이온 정착화 방법 및 은이온 정착화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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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표권사용허락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갑 4 계약서4))를 교환하여 본 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평성 11년 7월 27일
갑 4 계약서에 포함된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기 위해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지역은 일본
전체, 기간은 특허권만료까지, 내용은 특허발명의 전범위로 하는,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이하, 갑 5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여 피고를 전용실시권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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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치과 병원 등으로부터 의치를 받아 본 건 발명을 실시하여 항균가공 사업을
하던 중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본 건 특허의 방법을 자동화한 기계(이하, 본 건 기계)를 2012
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본 건 기계를 2014년 1월경 완성한 이후 치과병원에
임대(렌탈)서비스를 개시한 후, 2014년 12월경부터는 ‘주식회사 피카슈’를 통해 가공에 사용
하는 처리액(이하, 본 건액)을 본 건 기계와 함께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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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4년 7월경 원고에게 본 건 기계의 렌탈 사업을 보고5)하였지만,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의 판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신문을 통해 2015년 2월경 본 건 기계의
판매사실을 알게 되었고, 4월 1일경 피고에게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 판매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4) 갑 4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적 재산권)
5. 제2항의 본 특허 전용 실시권, 제3항의 본 노하우 사용권 및 제4항의 상표통상사용권의 허가범위는, 지역으로는 전세계,
기간으로는 본 특허권 및 본 상표권의 유효 기간까지, 내용으로는 본 특허권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상품류를 대상으로 한다.
7. 특허 전용 실시권 본 상표 통상 사용권 및 본 노하우 사용권의 대가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 금 1500 만엔
허가 사용료·사용 허가료 : 을이 출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중 본 발명, 본 가공 및 상표에 관련된 해당 제품의 판매 가격 중에서
본 발명, 본 가공 및 상표를 실시하기 전의 정상 가격과 실시한 후의 가격의 차액의 3%
8. 갑은 을이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서브 라이선스의 허용 조건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호. 갑의 소개 없이 을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안건에 대하여 을이 제3 자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乙로부터 갑에게 지불한다.
· 계약금으로 해당 서브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의 25%
· 허가 사용료·사용 허가 비용으로 해당 서브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은 허가 사용료·사용 허가 수수료의 25%
2호. 갑이 소개하여 을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안건에 대하여 을이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乙로부터 갑에게 지불한다.
· 계약금으로 해당 서브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의 40%
· 허가 사용료·사용 허가 비용으로 해당 서브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을이 제3자로부터 받은 허가 사용료·사용 허가 수수료의 40 %

제17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간 효력을 가진다.
2. 계약 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갑을 중 어느 누구도 서면에 의한 종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년 갱신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렌탈 사실을 보고했을 때, 원고는 피고의 렌탈 사업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는 렌탈에 대한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는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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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4월 9일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의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의
매출이익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1만8548엔을 지불하였다. 원고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3%가 실시료에 해당하므로,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하면 새로운 계약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차액을 지불한 후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의 매출액의 3%를 잠정적인 실시료로서 원고에게 계속 지급해왔다.

IP Insight

원고는 2015년 11월 4일 전용실시권설정계약(갑 4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청구와 함께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실시료
및 계약해제 후의 실시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청구이유로 (1)
본 건 전용실시권이 기간경과로 인해 소멸되었고, (2) 피고의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 및 본
건액 판매에 대한 실시료 미지급, 비밀유지의무 위반, 배신행위로 인해 갑 4 계약이 해제되었
으며, (3)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의 제조·판매, 렌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실시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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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실시료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갑 4 계약에 따른 실시료 견적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Ⅳ. 판결요지
1. 1심 판결
1심 법원은 결론적으로 (ⅰ) 본 건 전용실시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았고, (ⅱ) 계약 채무
불이행도 인정되지 않으며, (ⅲ) 갑 4 계약에 따른 실시료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물론 부당 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1심 법원의 판단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심 법원은 갑 4 계약서 제2조제2항 및 갑 5 계약서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전용실시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 만료까지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는 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경과로 본 건
전용실시권이 기간경과에 의해 소멸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은 갑 4 계약서의 제17조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본 건 전용실시권과의 관계에서 동 조항은 기간 이외의 각종 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5년을 목표로 정하는 취지의 규정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 및 본 건액의 판매에 대해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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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심 법원은 본 건 기계는 본 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이용하는 기계이므로 그 제조·
판매는 특허법 제101조제4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피고는 본 건
특허발명의 전범위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이므로 상기 행위도 전용실시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본 건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6), 전용실시권자인 피고가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를 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항 2호)하여 본 건 특허권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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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부터 이용대가인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건액은 일본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101조제5호 괄호의
적용에 의해 본 건액의 판매는 본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본 건액에
대해 실시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 1심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본 건 전용실시권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본 건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의 실시료 미지급, 비밀유지의무 위반, 배신행위에 따른 계약해지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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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원고는 본 건 기계 및 본 건액의 판매에 대한 실시료 산정기준으로 갑 4 계약서의 제2조 제8항
제1호를 주위적으로, 제2조 제7항을 예비적으로 적용하여 위 실시료 미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나, 1심 법원은 동 계약서 제2조 제7항은 피고가 본 건 특허발명을
실시, 즉 항균 가공을 한 경우에 그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분의 3%의 가격을 실시료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제2조 제8항은 전용실시권자인 피고가 본 건 특허 발명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본 건 특허권을 실시·허락해야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서브 라이선스 설정’한
경우의 실시료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갑 4 계약서에는 당해 행위에 적용되는
실시료 산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4회에 걸친 실시료 미지급을 채무
불이행으로 한 갑 4 계약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나, 이처럼 당사자 간에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관한 실시료 산정기준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없다고 해야 하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실시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갑 4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은 수용액의 메이커가 본 건 특허공보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비밀이라 할 수 없고, 피고 자신이 타 업자로부터 구입한 은 수용액을 희석해서 사용
하고 있는 바, 타 업자에게 비밀을 개시하는 계기도 없으며, 피고가 은 이온 수용액의 안정성
시험데이터나 SEM 사진을 대학교수에게 보낸 것은 원고 대표자의 승낙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에 의한
갑 4 계약서 10조2항5호의 ‘배신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는 바, 배신행위에 기초한

6) 1심 법원은 본 건 기계가 전용실시권자인 피고에 의해 제조·판매된 이상 이것을 양수한 치과병원이 본 건 기계를 업으로서
본 건 발명의 실시에 사용해도 이 행위 역시 본 건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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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1심 법원은 원고의 실시료 또는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해 피고는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관해 갑 4 계약 2조8항1호(예비적으로 동조7항)에 기초해서 실시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에 기초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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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적어도 제2조
제7항 규정에 기초해서 산출한 본 건 기계뿐만 아니라 본 건액을 대상으로 한 실시료를 원고에게
연속해서 지불하고 있으므로, 본 건 기계에 관한 상당한 실시료 지급의무라는 점에서 보면
피고에게 실시료 미지급 또는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는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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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청구 및 4042만5000엔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원고는 갑 4 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청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확장함과 동시에 동 기간에 관한 부당이
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결론적으로 항소인의 청구 중 전용실시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일부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는 바,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251만 8878엔을 지급하고 그 외
나머지 항소인의 모든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먼저 전용실시권이 기간경과로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본 건 전용실시권의 기간은 본 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까지라고 인정되는 바, 본 건 전용
실시권의 기한이 아직 만료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항소인의 말소등
록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실시료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본 건액의 판매는 간접침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아 실시료 지급의무가 없지만,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 및 렌탈(임대)는 허락을 받지 않은
본 건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항소인은 전용실시권에 기해 본 건 기계를 제조·
판매할 수는 있지만 항소인에 대하여 이용대가로서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항소인은 본 건 기계를 개발 및 제공하는 것은 본래 항소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피항소인이
행한 것에 다름이 없어 피항소인의 의무의 이행으로 전용실시권의 합법적 행위이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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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고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용실시권자인 피항소인이 본 건 기계를 합법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과 특허권
자인 항소인에게 상기 판매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항소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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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전용실시권계약 체결시 본 건 기계의 제조·
판매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치과병원에서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본 건 기계의 판매를 염두에
둔 실시료의 정함이 없었다고 해야 하며,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은 실시료의 산정방법이나 실시
료율을 참조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사업을 전개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 바
피항소인 스스로의 실시를 대신해서 치과병원이 실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항 제1호을 적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은 판매가액 중 본 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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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실시전의 통상가격과 실시 후의 가격의 차액의 3%를 실시료로 하는 것으로 본 건 기계의
판매에 관한 실시료와는 명백히 적용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실시료의 산정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제2조 제8항 제1호 및 제7항의 유추적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는 허락이 없이 본 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고,
피항소인은 본 건 전용실시권에 기해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 점, 갑 4 계약에는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관한 실시료에 관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본 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
품을 판매하여 판매처인 치과병원에 본 건 발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항소인에게 대가를
무상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의한
본 건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추인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기준에 따라 본 건 기계판매에 대한 실시료는
매출의 6%에 상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갑 4 계약의 채무불이행의 해제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갑 4 계약에서 본 기계의
판매에 따른 실시료액을 즉시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항소인이 본 건 기계매출의 3%를
실시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지불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실시료의 액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의 일부이행지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실시료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인의 청구금액의 지불에 응해온 것으로부터 이러한 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는 갑4 계약해지의 기초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기계의 렌탈에 대해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항소인의 채무 이행지체가 성립하나, 본 건
기계의 렌탈에 따른 실시료에 대해 항소인이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계약
서에 이러한 실시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상황에서의 미납은 지속적인 계약
관계의 기초에 있는 신뢰관계를 끊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갑 4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항소인의 말소등록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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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심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배신행위, 업데이트시 의무위반으로 인한 갑4 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는 항소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전청구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항소인은 항소인
에게 갑 4 계약에 따라 본 건 기계 판매가의 6%의 실시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이미 지불한

IP Insight

실시료를 빼면 갑 4 계약에 따른 청구는 251만8878엔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여 갑 4
계약에 기초한 금전청구는 인용한 반면, 원고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갑4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갑 4 계약에 기초하여 피항소인에게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는 바, 실시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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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이 사건은 본 건 특허의 간접침해품을 생산 및 판매한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
등록 청구와 함께 전용실시권에 기초한 실시료 및 계약해제 후의 실시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법리적으로 특별한 점은 없지만 라이선스 계약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기에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독점·배타적
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안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이 사건을 보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를 배제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던 중 특허발명을
구현하는 기계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이를 치과병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병원이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특허방법을 실시하고 전용실시권자는 본 건 특허방법을 직접 실시하지
않게 되어, 전용실시권자로서는 실시료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기계판매로 인한 수익을 추가
적으로 얻게 되는 반면 특허권자로서는 라이선스 수입이 감소하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 특허권
자는 방법특허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보다 높은 보상액이 기대되는 특허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존재로 인해 전용실시권자의 행위에 대해
서는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적법한 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제품을 양수받아 실시하는 치과
7) 일본특허법 제77조제2항

246

병원에 대해서도 특허소진에 의해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기간을 5년이라 주장하는 것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
하고 있었다.
그러나 1심 및 2심 법원 모두 본 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관해 제1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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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2조 제5항이 적용되어 ‘본 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로 해석되는 바 본 건 전용
실시권은 만료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 및 렌탈에 대해 2심
법원은 간접침해가 인정되나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상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지만 항소인에게 대가를 무상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건
기계의 제조·판매에 의한 본 건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며, 본 건 기계판매에 대한 실시료를 매출의 6%로
인정하였다. 또한, 2심 법원은 구체적인 실시료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인의 지불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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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불한 것은 채무의 일부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갑4 계약해지의 기초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기타 다른 사유에 기해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
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실시과정에서 특허발명을 개선하거나 개량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실시형태를 고려
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실시권 계약 체결 당시 당해 발명과 관련한 모든 실시 가능한
형태를 예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실시권자에 의한 이차적인 발명이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특허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이를 위배 시 적절한 보상이나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기간은 가급적이면
단기로 설정하여, 계약 갱신 시에 특허권에 대한 부적절한 실시행위가 있으면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 라이선스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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