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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편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Ltd.-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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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nplas의 행위가 유도 침해를 구성하는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의 기준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Enpla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18년 11월 19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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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상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인 서울반도체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로 의미
가 있다. 서울반도체는 배면광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광확산 렌즈에 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
국 Teledyne Technologies로부터 실시권을 획득하고 렌즈의 공동개발자인 Pelka 박사를 영입하여 광확
산 렌즈를 공동 개발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에 금형 제작과 생산을 의뢰해 세계 최초로 TV 배면광
LED 렌즈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후 Enplas는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세계적인 TV 제조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세계 렌즈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울반도체와 Enplas 사이에 특허분쟁이 시작
된 것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인하여 서울반도체는 일본 기업의 주장에 더 큰 신뢰
를 보이던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도 침해의 경우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국외에서 발생한 부분도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침해 행위에서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3 심 (상 고 심)

당사자

Enplas Display Device Corp.
(원고)
Seoul Semiconductor Comp.
(피고)

Enplas Display Device Corp.
(항소인)
Seoul Semiconductor Comp.
(피항소인)

Enplas Display Device Corp.
(상고인)
Seoul Semiconductor Comp.
(피상고인)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13-cv-05038 NC

2016-2599

18-1530

판결일자

2016년 8월 10일

2018년 11월 19일

2019년 11월 4일

판결결과

원고 패소

1심 일부 인용, 일부 파기

상고 기각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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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ource for backlighting/ Lighting apparatus having low profile
(U.S. Patent No. 6,007,209/6,473,554 )
35 U.S.C. § 271(b)

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Enplas의 행위가 유도 침해를 구성하는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의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Ⅱ. 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

USA

연방대법원은 Enpla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18년 11월
19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Ⅲ. 사건의 경과
서울반도체는 평면 TV의 배면광(backlight)을 위한 전구배열판(light bar)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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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LED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한국 기업이다.1) 또한 LED 디스플레이
배면광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 미국 6,007,209 특허(이하 “209 특허”)와 6,473,554
특허(이하 “554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09 특허는 선행기술의 LCD 화면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후면에 균일한 배면광을
공급할 광원(light source)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2)
광원은 확대되어 반사되는 바닥면과 측면의 장식적인 표면에 의해 형성된 구멍이 생긴 덮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LED와 LED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빛이 구멍을 통해 충분하고도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3) 554 특허는 209 특허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빛이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554 특허는 도파관(waveguide)과 도파관에 빛을
넣는 광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빛 장치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다.4)
Enplas는 일본 기업으로 TV에 사용하는 전구배열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반도체와 Enplas는 209 특허와 554 특허로 보호되는
전구배열판에 사용될 전구를 공동으로 생산하였다. 서울반도체 측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전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Enplas가 미국에서 전구배열판을 판매하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사에 공동 생산한 전구를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한 서울반도체는 해당 경쟁사의 제품을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에 미국에서의 유도침해와
기여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9일 Enplas는

1) 여기에서 “light bar”는 자동차의 경고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TV 등에 밝기를 조정하는 광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빛을
발하는 전구를 장착한 다양한 형태의 기둥을 말하므로 경고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전구배열판으로 번역하였다.
2)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909 F.3d 398, 402 (2018).
3) Id.
4) Id. at 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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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Enplas의 행위가 554 특허와 209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554
특허의 청구항 1-26과 206 특허의 청구항 1-26이 무효라고 선언해 줄 것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였다.5) 서울반도체는 침해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고객들이 554 특허와 209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수입, 사용, 판매, 공급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6) 재판 전 절차에서 Enplas는
209 특허의 청구항 20이 선행기술 Gleckman으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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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줄 약식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7)

IV.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 이후 명령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8일 서울반도체의 209 특허가 신규성 상실로 인한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8) Enplas와 서울반도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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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ial motion을 신청하였다. 서울반도체는 법원이 강화된 손해배상액과 원고가
재판비용을 대도록 해달라고 청하였고 Enplas는 재심, 판결 변경을 요청하였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두 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1. 재심을 위한 법적판결신청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Enplas는 청구항 용어 해석의 오류,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와 유효성에 대한 판결, 유도
침해에 대한 배심원 평결, 손해배상 액수, 형평법상 부정행위, 그 외 다른 쟁점들에 관하여
재심을 위한 법적판결신청(이하 “JMOL”)을 하였다.9)

5) E
 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Complaint for Declaratory Judgment of Patent
Non-Infringement and Invalidity, No. 3:13-CV-05038-NC (2014), p. 4-5.
6) E
 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Answer and Counterclaims of Seoul
Semiconductor Co., Ltd., No. 3:13-CV-05038-NC (2014).
7)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Order Denying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n Invalidity of ‘209 Patent; Granting SSC’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No. 3:13-CV-05038-NC (2014).
8) E
 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Order On Post-Trial Motions, No. 3:13-CV05038-NC (2014).
9)J MOL은 재판 과정 중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에 대한 판단과 절차적 문제가 관련된 사항에서는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청구항 해석 문제와
같은 쟁점이 절차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JMOL의 기준은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JMOL을 신청하지 않은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만약 JMOL을 신청하지 않은 쪽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은 JMOL을 청구인용하고 사건이 종료된다. 만약 JMOL을 신청하지 않은 쪽과 신청한 쪽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입증책임을 진 쪽이 패소한다. JMOL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후에
가능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관할법이다. 그러나 특허사건의 경우 연방지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할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건에 특허와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특허 문제 외에 다른 사안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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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용어 해석에 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Enplas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이 진행된
연방지방법원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쟁점이 되는
모든 용어를 각각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10개의 주요 용어로 분류하여
markman hearing의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연방지방법원은 Enplas가
JMOL에서 문제를 제기한 용어는 Markman hearing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이후 절차 전에 청구항 해석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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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용어를 선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시하였다.11)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Enplas는 재판 후 절차에서 10가지 주요 용어로 선정되지 않은 용어를 쟁점으로 삼았다. 또한
markman hearing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용어를 포함시켰으며 재판 이후 절차에서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청구항 용어에 근거한
JMOL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2)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연방지방법원은 Enplas가 배심원이 평결한 침해와 특허의 유효성, 유도 침해, 손해배상액에
근거하여 신청한 JMOL도 기각하였다. 배심원 평결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은
증거우위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13) 법원은 전문가
증인의 부도덕한 행위나 그 밖의 다른 쟁점들도 JMOL를 허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14)

2. 고의 침해와 강화된 손해배상
서울반도체는 Enplas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강화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15) 연방지방법원은 Enplas의 고의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강화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16)

3. 변호사 비용
서울반도체는 대상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6,838,985.56를 요청하였다. 특허법 제 285조는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승소한
10) “markman hearing”이란 재판 전에 연방지방법원이 쟁점이 되는 청구항 용어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11) Lazare Kaplan Int’l, Inc. v. Photoscribe Techs, Inc., 628 F.3d 1359, 137 (Fed. Cir. 2010).
12) E
 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Order On Post-Trial Motions, No. 3:13-CV05038-NC (2016).
13) Id. at 4-6.
14) Id. at 6-7.
15) Id. at 7.
16) Id.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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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7) 연방지방법원은 대상 사건은
변호사 비용 문제에 대한 상급법원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Octane Fitness, LLC v. ICONHealth & Fitness, Inc. 판결을 통해 “평범하지 않고 희귀하며
통상적이지 않은” 것을 예외적인 상항으로 정의하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건은 비합리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거나 법적 혹은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재판에서의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라는 원칙을 정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18) 연방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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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찾을 수 없으며 Enplas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비합리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측에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Enplas의 JMOL
신청을 기각하였다.19)

IV.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1. 신규성
Enplas는 209 특허의 청구항 20이 선행기술 Gleckman으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약식재판의 결과와 554 특허가 Johnson 기술과 JP-161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JMOL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20)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사안 모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먼저 약식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nplas는
연방지방법원이 209 특허의 청구항 20이 Gleckman으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서울반도체가 요청한 약식재판을 허락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였다.21) Gleckman은
LED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배면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쟁점은
Gleckman 기술이 209 특허의 청구항 20에서 복수의 광원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방법을
공개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2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규성 상실을 위해서는 한 가지 문헌이
대상 발명의 모든 요소를 각각 공개하고 있어야 하는데 Gleckman의 경우 209 특허의 일부
요소에 대한 것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209 특허가 이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7) 35 U.S.C. § 285.
18) Octane Fitness, LLC v. ICONHealth & Fitness, Inc., 134 S.Ct. 1749, 1756 (2014);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Order On Post-Trial Motions, No. 3:13-CV-05038-NC at 15.
19) Id. at 15.
20)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909 F.3d at 405.
21) MAG Aerospace Indus. Inc. v. B/E Aerospace, Inc., 816 F.3d 1374, 1376 (Fed. Cir. 2016).
22)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909 F.3d at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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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plas는 Johnson 기술에 의해 554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JMOL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Johnson은 쟁점이 된 조명 연결기(illumination coupler), LED의
위치, TIR(Total Internal Reflection) 표면에 관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554 특허가
이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특허 기술인 JP-161에
관련하여서도 554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기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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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연결기에 관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4)

2. 유도 침해
항소심에서 이에 관련한 쟁점은 연방지방법원이 JMOL 신청을 거절한 판결에 대한 근거라
충분한가하는 것이었다. Enplas는 연방지방법원이 유도침해에 대한 재판 제출 증거가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JMOL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도침해에
대하여 특허법 제 271조는 “누구든 침해를 유도한 사람은 침해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2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도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반드시
직접 침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침해의 혐의를 받는 자가 유도
침해 정황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를 독려하고자 하는 특정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6) 이때 단순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피고가 특허의 존재 사실과 자신이 유도한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27)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하는 직접 침해와는 별개로 유도 침해는 침해를 유도하는
자가 침해에 대한 인식과 미국 내에서의 직접 침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특정 의도가 있었다면
국외에서 일어난 일도 유도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2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사건의 배심원들이 Enplas의 행위에서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침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평결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nplas는 209 특허와 554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들와
서울반도체가 공동 생산하는 제품이 특허로 보호받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 그 고객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29)

23) Id.
24) Id. at 407.
25) 35 U.S.C. § 271(b).
26) Minn. Mining & Mfg. Co. v. Chemque, Inc., 303 F.3d 1294, 1304-05 (Fed. Cir. 2002).
27) Cornmil USA, LLC v. CIsco Sys., Inc., 135 S.Ct. 1920, 1926 (2015).
28) Merial Ltd. v. Cipla Ltd., 681 F.3d 1283, 1302-03 (Fed. Cir. 2012).
29)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909 F.3d at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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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산정
Enplas는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Enplas의
판매액에 대한 것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실시료는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실시료를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AstraZeneca AB v. Apotex Corp. 판결을 인용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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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에서 Enplas와 서울반도체는 침해 행위를 구성하기 전 상황에서 전체 렌즈 생산에
대한 실시료를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554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일부 렌즈에 대하여 4백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침해
행위가 아닌 부분을 실시료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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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방대법원의 판결
Enplas는 2019년 7월 7일 상고심을 신청하였다. 상고심 신청의 이유에 대하여 Enplas는
유도 침해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미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정한 원칙에 의하면 유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침해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침해 행위를 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피하려고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정한 상황증거는
미국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32) 이와 같은
판결은 미국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므로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33)
두 번에 걸친 답변 기간 연장 신청 후 서울반도체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에서
서울반도체는 상고심은 법적 판단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상고의 특정 증거와 사실 관계를
논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인용하였다. Enplas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판단을 요청한 사실 관계도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nplas의 주장은 상고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영토를 벗어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Enplas가 이미 자신의 행동이 특허법 제
271조 제b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주장의 내용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34)
30) AstraZeneca AB v. Apotex Corp., 782 F.3d 1324, 1343 (Fed. Cir. 2015).
31)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909 F.3d at 411.
32) E
 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to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2019), p. 9-24.
33) Id. at 25-28.
34)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On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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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자료들을 살핀 후 연방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4일 상고심 신청을 기각하였다.35) 이로
인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배심원 평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확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V. 시사점

USA

대상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인 서울반도체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서울반도체는 배면광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광확산 렌즈에 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Teledyne Technologies로부터 실시권을 획득하고 렌즈의
공동개발자인 Pelka 박사를 영입하여 광확산 렌즈를 공동 개발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에 금형 제작과 생산을 의뢰해 세계 최초로 TV 배면광 LED 렌즈 생산에 성공하였다.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Enplas는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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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TV 제조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세계 렌즈 시장을 90% 가까이 점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울반도체와 Enplas 사이에 특허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인하여 서울반도체는 일본 기업의 주장에 더 큰 신뢰를 보이던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유도침해
유도 침해란 제 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지시하고, 조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 제 271조 제b항은 침해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람
역시 침해행위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6) “적극적으로 유도한”의 의미에 대하여 DSU
Med. Corp. v. JMS Co.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침해행위를 하려는 의도와 이와 관련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37)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EB S.A.v. Montgoery Ward & 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원칙을 세웠다.38) Montgomery Ward 판결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처음으로 유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Montgomery Ward
판결에서 침해자는 튀김기 산업과 특허 체계에 대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p. 7-20
35)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No. 18-1530 (2019).
36) 3
 5 U.S.C.§ 271(b) Infringement of patent.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37) DSU Med. Corp. v. JMS Co., 471 F.3d 1293 (Fed. Cir. 2006).
38) S
 EB S.A.v. Montgoery Ward & Co., 594 F.3d 1360 (Fed. Cir. 2010);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131 S.Ct. 206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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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에 대하여 유도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유도 침해의 요건인 인식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should have known)”는 기준보다 높고 “실제로 알았어야 한다(actual
knowledge)”는 기준보다는 낮은 “계산된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혹은 “명백한
위험에 대한 무시(disregard of an obvious risk)”라고 밝혔다.39)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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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Ward 판결에서 유도 침해 사실 존재에 관한 판결은 인용하였으나 인식의
기준에서 “deliberate indifference”가 “actual knowledge”를 대체할 충분한 기준이 된다는
판결은 파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법 제271조 제b항의 요건은 침해 혐의를 받는 자가
자신의 제품이 침해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actual knowledge” 혹은 “의도적인
간과(willful blindness)”라고 설시하였다. “willful blindness”에는 “deliberate indifference”와
달리 침해자가 주관적으로도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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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간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0)

2. 손해배상 산정
대상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란 침해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침해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의
구분과 관련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는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였으며 Hoover Grp. v. Custom Metalcraft, Inc. 판결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1)
이는 Johns Hopkins Univ. v. CellPro, Inc. 판결과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침해 행위가 아닌 물품의 본국 송환을 명한 것은 연방지방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42) 이러한 원칙은 대상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서울 반도체의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양 사가 합의한
실시료를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란 렌즈 생산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39) SEB S.A.v. Montgoery Ward & Co., 594 F.3d at 1377.
40)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131 S.Ct. at 2070.
41) K
 inzenbaw v. Deere & Co., 741 F.2d 383, 386 (Fed. Cir. 1984); Hoover Grp. v. Custom Metalcraft, Inc., 66 F.3d
299, 304 (Fed. Cir. 1995).
42) Johns Hopkins Univ. v. CellPro, Inc., 152 F.3d 1342m 1366 (Fed. Cir. 1998).

18

소각하 신청 시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허 보호대상
판단기준을 밝힌 연방순회항소법원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ellspin이 특허의 내용에 대하여 주장한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추상적 아이
디어를 특허 보호대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연방지방법원이 소각하 신청의 판단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Cellspin의 주장에 대한 사실성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Cellspin의 특허가 특허 보호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시사점

2010년 Bilski 판결을 기점으로 연방대법원은 특허 보호대상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다. 미국 특
허법 제101조 특허 보호대상 판단의 기준은 연방대법원이 만든 Alice/Mayo 2단계 검증기준인데 1단계 검
증을 할 때 법원은 대상 특허의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나타내는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 때의 사고 경로를 따라야 하며 그 이상을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2단계 판단기준은 특허의 내용에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적합성이 있는 아이디어의 적
용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창의적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일상
화되어 있으며 관습적인 행위에 그 행위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창의적 개념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Cellspin Soft, Inc. (원고)
Fitbit, Inc.; Moov, Inc.; Nike, Inc.; Fossil Group,
Inc.; Garmin International Inc.; Panasonic Corp.;
JK Imaging, Ltd. (피고)

Cellspin Soft, Inc. (항소인)
Fitbit, Inc.; Moov, Inc.; Nike, Inc.; Fossil Group,
Inc.; Garmin International Inc.; Panasonic Corp.;
JK Imaging, Ltd. (피항소인)

법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번호

17-cv-05928-YGR, 17-cv-05929-YGR,
17-cv-05931-YGR, 17-cv-05933-YGR, 17-cv05934-YGR

No. 2018-2178, 2018-2179, 2018-2180, 20182181, 2018-2183, 2018-2184

판결일자

2018년 4월 3일

2019년 6월 25일

판결결과

소 각하

1심 판결 파기·환송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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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pin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하는가의 여부

USA

쟁점

Automatic multimedia upload for publishing data and multimedia content
(U. S. Patent No. 8,738,794/8,892,752/9,258,698/9,749,847)
35 U.S.C. § 101;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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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Cellspin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하는가의 여부이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Cellspin은 자사의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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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Fitbit을 비롯한 피항소인들은 Cellspin의 특허가 단순하고 일반적인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Ⅱ.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Cellspin이 특허의 내용에
대하여 주장한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 보호대상으로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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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창의적 개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소각하
신청 판단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Cellspin의 주장에 대한 사실성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Cellspin의 특허가 특허 보호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Cellspin은 Fitbit, Moov, Nike, Fossil, Misfit, Garmin International Inc, Canon,
Gopro, Panasonic, JK Imaging에 대하여 4가지 다른 혐의에 관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14건 제기하였다.1)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Cellspin의 특허가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각하를 신청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소를 각하하였고
변호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Cellspin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개별적인 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판결하였다.2)
침해 대상이 되는 특허는 Cellspin의 8,738,794 특허(이하 “794 특허”), 8,892,752
특허(이하 “752 특허”), 9,258,698 특허(이하 “698 특허”), 9,749,847 특허(이하 “847 특허”)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1) C
 e l l s p i n S o f t , I n c . v. F i t b i t , I n c . , N o . 2 0 1 8 - 2 1 7 8 , 2 0 1 8 - 2 1 7 9 , 2 0 1 8 - 2 1 8 0 , 2 0 1 8 - 2 1 8 1 ,
2018-2183, 2018-2184 (Fed. Cir. 2019), p. 10.
2) Id.
3) Id.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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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4 특허
794 특허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업로드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혹은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업로드하는 기구에 대한
것이다.4) 선행기술은 이미지와 비디오 혹은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감지하는
장치였다. 인터넷에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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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스틱이나 케이블을 통해 PC로 옮겨야 했다.5) 794 특허는 인터넷상에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거나 데이터 저장 기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6)
이 두 장치는 블루투스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교신한다. 고객의 전화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선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캡처하는 장치로부터 내용을 감지하고 수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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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작동한다. 다음 단계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데이터와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단수 또는
복수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다.7)

2. 752 특허
청구항 1은 독립항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기기가 저장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등과
같이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도록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754 특허와 달리 752 특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보안이 강화된(secured)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한다.8)

3. 698 특허
독립항인 청구항 5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단거리 무선 연결망
와이어리스 신호를 사용하여 전화기와 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미리 연동되도록 설정을 해 둔 전화기의 소프트웨어 앱이 작동되도록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다.9) 794 특허와의 차이점은 698 특허는 데이터 수집기기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블루투스 대신에 단거리 무선 연결망을 사용한다는 것,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 대신에 셀룰러 기기(cellular device)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0)
4) Ibid. at 4.
5) Id.
6) Id. at 5.
7) Id.
8)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316 F.Supp.3d 1138, 1145 (2018)..
9) Id. at 1146.
10) Id.(모바일 기기와 셀룰러 기기의 차이점은 모바일 기기는 휴대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
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셀룰러 기기의 경우 단거리 무선연결망에 연결된 기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Cellsp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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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47 특허
847 특허는 다른 세 건의 특허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청구항 1은 752 특허에서
보여 준 제한 사항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정된 전화기의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데이터를 저장한 기기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방법이다.11) 847 특허는 일반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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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에 연결 가능한 전화기, 퍼스트 프로세서 (first processor), 전화기 애플리케이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12)

IV. 연방대법원의 특허법 제 101조 예외 조항 판단기준
연방대법원은 특허법 제 101조는 특허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주제에는 자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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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13) 특허 보호 예외대상을 구별하기 위하여
법원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 만든 블록에 대한 특허 청구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특허에 대한 청구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 제 101조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구항을 판단할 때 먼저 대상 청구항이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특허에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면 대상 청구항에
이러한 개념을 특허 보호대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는 대상 청구항을 개별적으로도, 다른 청구항과 같이
종합적으로도 판단하여야 한다.15)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특허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이 특허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주제인가 하는 것이다.16)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단계를 특허
보호대상 판단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할 필요 없이 특허
보호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도 있다고 설시하였다.17) 두 번째 단계인 추상적 아이디어를
변환시킬 부분의 기준은 창의적 개념 존재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8) 특허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있다는 것도 명시하였다.19)

특허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11) Ibid.
12) Id.
13)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2347, 2354 (2014).
14) Id. at 2354. (“must distinguish between patents that claim the building blocks of human ingenuity and those that
integrate the building blocks into something more.”)
15) Id. at 2355.
16)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309 (1980).
17)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2347, 2355 (2014).
18) Id.
19) Microsoft Corp. v. i4i Ltd. P’ship, 564 U.S. 91, 131 S.Ct. 2238, 224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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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원칙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에 적용한 원칙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기준을 세웠다.20) 연방지방법원은 Cellspin의 794 특허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Cellspin의 특허는 모두 유사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794 특허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또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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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허의 독자적 특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794 특허를
검증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다른 특허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21)

1. 1단계 검증
(1)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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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검증을 할 때 법원은 대상 특허의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나타내는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분석을 할 때 법원은 이 단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 때의 사고 경로를 따라야 하며 그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다.22) 컴퓨터를 단지 추상적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과정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상적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23) 반면에 현재 컴퓨터에 이미
현존하는 기능을 사용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향상시킨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는 추상적 아이디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24) 그러나
평범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순히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특허적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5)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의 향상을
비추상적인(구체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6)

(2) 794 특허
연방지방법원은 794 특허의 내용을 정보를 수집하고 블루투스나 다른 무선 공유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와 전송 과정에 대한 결과를 단수 혹은 복수의
웹사이트에 현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7) 이는 전화기와 카메라 사이에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술만을 특정하여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며 컴퓨터의 기능을
20)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134 S.Ct. 2347 (2014).
21)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316 F.Supp.3d 1138, 1155 (2018).
22) Electric Power, 830 F.3d at 1353 (citing In re TLI Commc’ns LLC Patent Litig., 823 F.3d 607, 613 (Fed. Cir. 2016))
23) Alice, 134 S.Ct. at 2358-59
24) Electric Power, 830 F.3d at 1354.
25) Credit Acceptance Corp. v. Westlake Servs., 859 F.3d 1044, 1055 (Fed. Cir. 2017)
26) Two-Way Media Ltd. v. Comcast Cable Commc’ns, LLC, 874 F.3d 1329, 1337 (Fed. Cir. 2017)
27)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316 F.Supp.3d 1138, 115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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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특정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이용하는 것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한 보편적인 전화기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28)
Cellspin은 794 특허를 Enfish, McRo 사건판결과 유사한 것이라 주장하였다.29)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Enfish의 특허발명이 특정되고 비관습적인 구조를 가진 표에 대한 것이었다면
794 특허의 데이터 사용과정이 관습적이고 수동적인 계산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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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보았다.30) 또한 Enfish와 달리 794 특허는 컴퓨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시하였다.31) McRO 판결의
특허가 기존의 전화기의 위치에 관한 관습적인 매치 방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794 특허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행하여 온 데이터를 얻고 전송하고 출판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단지 무선통신이라는 이미 잘 알려진 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은 794 특허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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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검증
(1) 검증기준
2단계 판단기준은 특허의 내용에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적합성이 있는 아이디어의
적용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창의적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33)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일상화되어 있으며 관습적인 행위에 그 행위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창의적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속도, 효율성 등은 충분한 창의적 개념이 아니다.34)
2단계 검증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창의적 개념이 특허의 청구항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35)

(2) 794 특허
연방지방법원은 2단계 검증기준을 적용할 때 794 특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송하고 발표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794 특허는 충분한 창의적 개념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36)
28) Ibid.
29) E
 nfish LLC v. Microsoft Corporation, 822 F.3d 1327 (2016);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erica Inc., 837 F.3d 1299 (2016).
30)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316 F.Supp.3d 1138, 1151 (2018).
31) Id.
32) Id. at 1152.
33) Id.
34)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Capital One Financial Corp., 792 F.3d 1363, 1367 (2015).
35) Two-Way Media, 874 F.3d at 1338.
36)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316 F.Supp.3d 1138, 115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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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특허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물리적인 구성요소인 블루투스에 연결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기와 블루투스에 연결된 모바일 기기 역시 원래의 기능을 지극히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고안되어 있다.37) 배터리 전력 절약과 전력 절약, 블루투스와 연결하는 시점과
명령어, 부피가 큰 하드웨어의 사용, 고가의 통신사 약정 등과 같은 다른 기능들에 대한 내용은
특허 청구항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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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방지방법원은 794 특허가 특허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로 752, 847, 698 특허도 특허법 제101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39)

VI.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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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검증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94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였으나 Cellspin의 3가지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Cellspin은 794
특허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기와 모바일 네트워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94 특허는 데이터를
저장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Cellspin은 자사의 특허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Cellspin의 방법은 이미 다른 사용자들이 하고 있었던 기기간의 데이터 전송방식을 자동화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지방법원이 794 특허의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Cellspin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794 특허의 청구항 어디에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40)

2. 2단계 검증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단계 검증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차이를 보였다. 연방지방법원은
Cellspin이 주장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과 개선점에 대한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41) Cellspin은 794 특허의 내용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상시켰으며 가격을 낮추고 휴대성을 강조하였다고

37) Id. at 1152.
38) Id. at 1153.
39) Id. at 1155.
40)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No. 2018-2178, 2018-2179, 2018-2180, 2018-2181,

2018-2183, 2018-2184, pp.

15-17.
41) Id. a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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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42)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창의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43)
연방지방법원은 Cellspin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앞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판례를 통해 정립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44) 판례의 원칙에 따르면

IP Insight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항은 잠정적으로 창의적 개념이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특허에 창의적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주장한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특허
보호대상 판단을 근거로 침해인의 소각하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만약 Cellspin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794 특허의 내용은
창의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 이유는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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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환경을 이용하는 데에서 단순히 추상적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이용은
특허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46) Cellspin의 특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에 그치지 않고 기기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순서를 특별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4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Cellspin의 주장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잡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VII. 시사점
2010년 Bilski 판결을 기점으로 Myriad에 이르기까지 연방대법원은 특허 보호대상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다. Bilski, Mayo, Alice, Myriad, Ultramercial 판결의 특허 청구항에는
미국 특허법이 전통적으로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던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48)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수학적 알고리즘, 단순한 정보 등을 특허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다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chine-or-Transformation 기준을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49)

42) Ibid. at 18.
43) Id. at 19.
44) Id. at 20.
45) Aatrix, 882 F.3d at 1127-28.
46) Electric Power, 830 F.3d at 1354-55.
47)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No. 2018-2178, 2018-2179, 2018-2180, 2018-2181, 2018-2183, 2018-2184, p. 22.
48)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569 U.S.576 (2013).
49) In re Bilski, 545 R.3d 943, 952, 954-56 (Fed.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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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질병 진단방법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발명 등은 특허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Bilski 판결에서 대법원이 MoT가 여전히 유효한 잣대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부터 새로운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50) 이후
Mayo, Alice 판결에 이르러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게 된 것이 대상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된
2단계 검증방법이다.51)

USA

연방대법원이 Mayo와 Alice에서 2단계 기준을 제시한 2014년 6월 19일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 보호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한 판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52) 이를
통해 볼 때 제 101조 특허 보호대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여 특허의 범위가 특정되고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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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Bilski v. Kappos, 561 U.S. 593 (2010).
51)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132 S.Ct. 1289 (2012); Alice Corp.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355 (2014).
52) Digitech Image Technologies,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758 F.3d 1344 (2014);
Ultramercial v. Hulu, LLC, 772 F.3d 709 (2014);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L.P.,
773 F.3d 1245 (2014); Content Extraction and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 776 F.3d 1343 (2014); OIP Techs. v. Amazon.com, Inc., 788 F.3d
1359 (2015); Internet Patents Corp. v. Active Network Inc., 790 F.3d 1343 (2015); Genetic
Technologies Ltd. v. MErial LLC, 818 F.3d 1369 (2016); Enfish LLC v. Microsoft
Corporation, 822 F.3d 1327 (2016); In re TLI Communicationa LLC Patent Litibation v.
AV Automotive, LLC., 823 F.3d 607 (2016); Affinity Labs of Texas, LLC v. DIRECTV LLC,
838 F.3d 1253 (2016); Fairwarning IP v. Iatric Systems, Inc., 839 F.3d 1089 (2016);
Amdocs (Israel) Ltd. v. Openet Telecom, Inc., 841 F.3d 1288 (2016);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Erie Indemnity Company, 850 F.3d 1315 (2017);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Capital One Financial Corp., 850 F.3d 1332 (2017); Visual Memory LLC v. NVDIA Corp.,
867 F.3d 1253 (2017); Berkheimer v. HP Inc., 881 F.3d 1360 (2018); Aatrix Software Inc.
v. Green Shades Software Inc., 882 F.3d 1121 (2018); Cellspin Soft Inc. v. Fitbit Inc., No.
2018-2178, 2018-2179, 2018-2180, 2018-2181, 2018-2183, 2018-2184 (Fed. Ci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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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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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Digitech Image
2014. Technologies,
7.11. LLC v. Electronics
for Imaging, Inc.

2014.
11.14.

2014.
11.14.

2014.
12.23

Ultramercial
Inc. v. Hulu
LLC &
Wildtangent,
Inc.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L.P.

Content
Extraction &
Transmission
LLC v. Wells
Fargo Bank

검증기준
대법원의
기준
2단계를
결합한
방법을
적용

청구항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

Mayo/
Alice
2단계
검증방법

광고시청을 대가로
저작물을 무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방법

Mayo/
Alice
2단계
검증방법

제3자인 상인들의
내용과 호스트
웹사이트의 시각적
요소들을 합성하여
웹페이지를 만드는
시스템과 방법

Mayo/
Alice
2단계
검증방법

스캐너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출력한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모은 자료에서 특정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

2015.
6.11.

OIP
Technologies
Inc. v. Amazon
Inc.

Mayo/
Alice
2단계
검증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세일
제품의 가격 책정 방법

2015.
6.23.

Internet
Patents
Corporation
v. Active
Network, Inc.

Mayo/
Alice
2단계
검증방법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웹페이지로 구성된
온라인 앱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웹을 앞뒤로
브라이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Genetic
Mayo/Alice
2016.
Technologies Ltd.
2단계
4. 8.
v. Merial LLC
검증방법

DNA 배열을 분석하는
방법

판결기준
기기
조작
특허

과정(process) 특허를 제외하고
특허적합성이 있는 대상은 물리적이거나
실체적(tangible)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방법
특허

추상적 아이디어에 창작적인 장치(feature)가
더해져 있는 경우 특허 적합성이 존재함

1단계

Ultramercial의 특허청구항 1의 과정은
구체적이고 형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아디이어이다.

2단계

Ultramercial의 특허 청구항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일정 행동양식이 정해져 있는
관습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님

1단계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대상 특허는 Ultramercial의 특허와 달리 추
상적인 사업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 전반에 대하여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하여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장치(additional feature)가 있음

1단계

자료를 모으고 모은 자료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은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CET의 방법은 기존 소나 날짜와 같은 특정
자료 모음 중에서 자료를 인식하고 저장하는
기준의 스캐너나 프로세싱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 없음

1단계

공급을 근거로 한 가격책정은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과 유사함으로 추상적 아이디어

2단계

대상 특허에서 가격책정이라는 추상적
아이디어 외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행위만 존재하므로
창의적인 개념 부족

1단계

온라인 정보 찾기 과정 속에서 정보를
유지하는 아이디어이므로 추상적 아이디어

2단계

특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대상 특허의
방식은 관습적이고 잘 알려져 있으며 평범한
방법이다. 청구항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창작적 개념이 아님

1단계

DNA 배열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대상 특허의 추가적인 단계는 창작적
개념이라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8

사건

검증기준

청구항

2016.
5.12.

Enfish LLC. v.
Microsoft Corp.

Mayo/Alice
2단계 검증
방법 중
1단계

self-referential
database

2016.
5.17.

In re TLI Comm. Mayo/Alice
LLC. v. AV
2단계
Automotive LLC. 검증방법

2016.
11
9.13.

12

13

2016.
9.23.

2016.
10.11

사용자의 웹사이트
접속 시 웹사이트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입술 모양과 얼굴
표정을 자동적으로
일치시키는 방법

Affinity Labs of
Texas LLC. v.
DIRECTV LLC.

지역 방송 내용을 지역
밖의 cellular 전화기에
스트리밍하는
시스템과 방법

Fairwarning IP,
LLC. v. IATRIC
System, Inc.

Mayo/Alice
2단계
검증방법

사기와 남용을
탐색하는 시스템과
방법

Mayo/Alice
Amdocs(Israel)
2단계
Ltd. v. Openet
검증방법 중
Telecom Inc.
1단계

network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Intellectual
Mayo/Alice
2017. Ventures I LLC.
15
2단계
3.7. v. ERIE Indemnity
검증방법
Comp.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색인의 사용을 의한
방법과 기기들

14

2016.
11.1.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님

2단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검증 생략함

1단계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 정리하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nfish의 경우처럼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2단계

대상 특허는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일반적 방법을 특허적합성이
있도록 만드는데 실패함

1단계

필터링이란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방식이므로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특허의 제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의적 개념 존재함

1단계

특허 발명이 특정 캐릭터에 한정되어
있고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특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아이디어
아님

2단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검증 생략함

1단계

지역 방송을 지역 밖의 전화기에만
전달한다는 사실이 전달 자체가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결과를 바꾸지 않음

2단계

전화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한계는
단지 전화기의 일반적인 기능을 이용한 것일
뿐 창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

1단계

해당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는 인간의
사고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창작적 개념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상한 부분을 찾는 일반적 행위

1단계

컴퓨터 기능을 향상시키는 발명으로 추상적
아이디어 아님

2단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검증 생략함

1단계

색인을 만들고 이를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적합성이 있는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없음

디지털 이미지를 찍고
전송하고 정리하는
방법과 시스템

McRO Inc. v.
Mayo/Alice
Bandai Namco
2단계
Games America
검증방법
Inc.

Mayo/Alice
2단계
검증방법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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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com Global
Mayo/Alice
2016. Internet Services,
10
2단계
6.27.
Inc. v. AT & T
검증방법
Mobility LLC

판결기준

USA

9

판결
일시

29

판결
일시

16

2017.
3.7

IP Insight

2017.
17
8.15.

18

검증기준

Intellectual
Mayo/Alice
Ventures I LLC.
2단계
v. Capital One
검증방법
Financial Comp.

VIsual Memory
LLC. v. NVDIA
Corp.

Berkheimer v.
HP Inc.

청구항

XML을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시스템,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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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Alice
2단계
검증방법

컴퓨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3단계 메모리 체계

Mayo/Alice
2단계
검증방법

디지털 자산 운용
시스템 내에
디지털화하여
프로세싱하고
보관하는 파일

판결기준
1단계

데이터를 모으고 전시하고 관리하는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데이터를 모으고 전시하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개념 없음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 아님

2단계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검증 생략함

1단계

parsing은 대상 특허 이전부터 존재한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일부 청구항은 창의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항 4-7은 관습적이지 않은
창의적 개념을 내재하고 있음

Aatrix Software 12(b)(6)에서
2018.
Inc. v. Green 특허적합성
19
2.14. Shades Software 주장의 인정
Inc.
범위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시스템과
방법

-

Mayo/Alice
2단계
검증방법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방법과 기기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임

2단계

창작적 개념이 더해짐

20

30

2018.
2. 8.

사건

2019. Cellspin Soft Inc.
6.25.
v. Fitbit Inc.

-

특허적합성에 관한 주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다름이 존재하나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주장할 경우 소각하
이유가 되지 않음

생명공학 분야 특허에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상세한 설명의
서면기재 요건 기준을 적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tephen Quake v. Dennis Lo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피항소인이 Quake의 018 특허 명세서와 833 특허 출원서가 공유하고
있는 명세서의 내용에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데 무작위 MPS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PTAB 결정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특정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PTA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Quake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 112조의 서면기재의 상세한 설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시사점

생명공학 분야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Lilly 판결의 의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의 범위를 해당 특허의 실제 발명에만 국한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Quake v. Lo
판결도 Lilly 판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생명공학 특허에서 특허보호대상이라는 특허법 제101조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하는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선행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나오는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특허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Stephen Quake (청구인)
Dennis Lo (피청구인)

Stephen Quake (항소인)
Dennis Lo (피항소인)

법원

특허심판원 (Patent Trial & Appeal Board)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
번호

No. 105,920 (DK)

2018-1779, 2018-1780, 2018-1782

판결
일자

2018년 2월 27일

2019년 7월 10일

판결
결과

특허 무효 심결

PTAB 심결 인용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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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ke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가의 여부

USA

쟁점

Determination of fetal aneuploidies by massively parallel DNA sequencing
(U.S. Patent No. 8,008,018 B2)
35 U.S.C.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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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공통된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감지하는 Quake의
두 특허가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 요건을 만족하였는가 여부이다.

Ⅱ.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시사항

IP Insight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피항소인이 Quake의 018
특허 명세서와 833 특허 출원서가 공유하고 있는 명세서의 내용에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데 무작위 MPS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PTAB 결정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특정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PTA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Quake의 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 112조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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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Quake는 8,008,018 특허 (이하 “018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018 특허는 태아에게
이수성(aneuploidy)이라 불리는 염색체 이상(chromosomal abnormality)이 존재하는가를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이는 모체와 태아의 DNA를 보유한 엄마의 DNA를
이용한 대규모 평행 염기서열 분석(massive parallel sequencing, 이하 “MPS”)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018 특허는 모체에서 추출한 DNA가 태아와 엄마 중 어느 쪽 DNA에서
유래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DNA가 참고 염색체와 비교할 때 샘플 염색체로서 개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를 판단한다.1) 018 특허의 청구항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무작위 MPS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체의 DNA 염기서열 분석 전체에
사용되는 것이나 Quake의 특허 출원서(U.S. Patent Application No. 12/393,833, 이하 “833
출원”)의 상세한 설명에는 목표 염기서열을 찾는 것에 대한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다.2)
Quake는 2009년에 018 특허를 출원(833 출원)하였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아 2006년 2월
2일로 출원일이 소급되었다. Dennis Lo와 Rossa Wai Kwun Chu, Jwn Chee Chan는 2007년
미국 특허상표청에 태아의 이수성 진단에 무작위 MPS을 이용한 방법 특허를 출원하였다.
Quake와 Lo의 방법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특허상표청에
Interference proceeding을 신청하였다.3) 2013년 PTAB는 두 방법 사이에 3가지 겹치는
1) Stephen Quake v. Yuk-Ming Dennis Lo, No. 2018-1779, 2018-1782 (Fed. Cir. 2019), p. 2.
2) Id.
3) Interference proceeding은 AIA-이전 35 U.S.C. 135(a)를 근거로 한 출원인과 다른 출원인 사이에 출원서나 특허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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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 첫 번째는 모체의 혈액 샘플에서 추출한 cff-DNA를 사용하여
이수성을 진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체와 태아의 DNA 샘플을 성공적으로 혼용하여
이상을 진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두 방법이 모두 MPS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5)
이 세 가지에 관한 Interference 과정에서 Lo는 Quake의 특허명세서에 018 특허와 833
출원서에는 진단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018 특허의 청구항은

USA

30개가 넘는 DNA에 관한 것인데 청구항에는 2가지 DNA에 관한 것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6) Quake는 이 두 가지 DNA에 관한 문장이 모든 염색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염기서열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염색체 이상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TAB는 세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최종적으로
018 특허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Quake는 PTAB의 2015년 심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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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PTAB의 심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권이
없어 각하되었고 PTAB의 심결에 대한 항소권을 가진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2015년
PTAB 심판과 관련된 몇 명의 전문가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다.7) 2017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PTAB의 결정에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i) Quake의 청구항 19와 20이
무작위 MPS를 공개하고 있는가, (ii) 해당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나온 여러 문장들에 대한
해석, (iii)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Quake 특허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Illumina가 무작위 MPS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여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판단을 명령하고 사건을
PTAB로 환송하였다.8)

IV. PTAB의 심결 (2018)
파기환송심에서 PTAB는 Quake의 interference 계속 신청과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9)
PTAB는 Quake가 interference proceeding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10) 이전 심사에서 Quake가 패소한 이유는 Quake가
특허 출원 간의 권리에 대한 우위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어떤 출원인의 발명이 AIA 이전
U.S.C. 102(g)(1)와 MPEP § 2301.03.에 따라 우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Interference
proceeding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37 CFR 41.202에 의하여 PTAB가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PTAB에 보낸다. 특허행정판사는 조정과정을
연다는 것을 선언하고 PTAB가 특허 출원의 우선 순위나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는 절차를 시작한다. 패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최종 심결문을 통해 결과를 밝힌다.
4) Stephen Quake v. Yuk-Ming Dennis Lo, No. 2018-1779, 2018-1782 at 2.
5) Id. at 3-4.
6) Id. at 9.
7) Id. at 10.
8) Id.
9) Stephen Quake v. Yuk-Ming Dennis Lo, Patent Interference No. 105,920 (DK) (Technology Center 1600).
1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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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12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686 특허의 원특허
명세서와 이후 제출한 문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다. PTAB는 재심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Quake는 이전 심사과정에서의 PTAB가 간과한 문제와 오류를 지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판의 어느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미비하였다는 것이다.11)

IP Insight

Quake는 PTAB가 Lo의 전문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Quake의 특허 명세서와 출원서는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염색체 이상 진단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12)
그러나 PTAB는 전문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TAB는 판단의 기준은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Quake는 PTAB의
심판에서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한 지점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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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심사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

V.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법 제112조 서면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은 출원 당시 해당 분야의 기술자 시점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PTAB의 심결에 대한 항소심은 해당 결정이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14) 또한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은 특허 출원인이 대중들이 자신의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발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15)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발명가가 해당 분야의 기술자에게 특허출원시점을 기준으로
발명가가 해당 발명의 소유자임을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밝힐 수 있으며 이를 특허의 세부사항
공개를 통해 알리면 된다고 설시하였다.16) 상세한 설명 요건의 목적은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과정에서
청구항이 첨가되었을 경우 더욱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17) 그러나 제112조의 상세한 설명
요건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의 공개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가가 권리를 소유한 발명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18)

11) Id. at 2
12) Id.
13) Id. at 4-8.
14) A
 riad Pharm. Inc. v. Eli Lilly & Co., 598 F.3d 1336, 1355 (Fed. Cir. 2010); Stephen Quake v. Yuk-Ming Dennis Lo,
No. 2018-1779, 2018-1782, at 14.
15) AbbVie Deutschland GmbH & Co. v. Janssen Biotech, Inc., 759 F.3d 1285, 1298 (Fed. Cir. 2014).
16) Centocor Ortho Biotech, Inc. v. Abbott Labs., 636 F.3d 1341, 1348 (Fed. Cir. 2011).
17) Agilent Techs., Inc. v. Affymetrix, Inc., 567 F.3d 1366, 1383 (Fed. Cir. 2009).
18) Fujikawa v. Wattanasin, 93 F.3d 1559, 1570 (Fed. C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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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법원은 Balasubramanian이 Quake 특허의 선행기술이며 이로부터 무작위 MPS와
타켓 MPS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19) 따라서 Quake의
특허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018 특허는 염색체 크기 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세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PTAB의 결정에 반박한 Quake의 6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로 Quake는 무작위 MPS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실행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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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능한 것이며 단순한 바람이나 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타겟 배열에
대한 MPS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대상 특허가 염색체의 근원을 탐지하는데 MPS를
사용하는 방법 전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21)
두 번째로 Quake는 염색체 크기 조정(이하 “normalizing”)의 세부사항은 청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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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계와 비교 대상이 되는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은 청구항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무작위 MPS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 제112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2)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무작위 MPS를 목표로 하는 MPS와의 결과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작위 MPS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3)
세 번째로 Quake는 청구항이 염색체 사이즈를 normalizing하는 과정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112조의 내용이 아니라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서도 무작위 MPS 데이터를 목표로 하는
MPS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24)
네 번째로 무작위 MPS 방법은 2007년에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므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Quake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라면 무작위 MPS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해당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25)

19) Stephen Quake v. Yuk-Ming Dennis Lo, No. 2018-1779, 2018-1782, at 16-18.
20) Id. at 20.
21) Id. at 21.
22) Id.
23) Id. at 21-22.
24) Id. at 23.
25) Id. at 23-24.

35

다섯 번째로 Quake는 018 특허에 묘사된 통계학 단계는 D 단계를 묘사하기에 충분하였다.
Quake는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의 문장이 분자 산출(이하 “counting”)과
기본적인 통계학 분석을 사용하여 DNA 내의 염색체에 대한 실험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분자 counting 데이터를 normalizing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앞의 무작위 MPS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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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Quake는 증명의 책임을 Lo로부터 Quake쪽에 부여한 것은 PTAB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Quake의 특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27)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PTAB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28)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Quake의 018 특허와 833 특허의 공통 요소인 태아의 이수성을
진단하는 무작위 MPS를 사용한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PTAB 결정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PTAB가 특정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PTAB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하급심의 심결을 인용하였다.29)

VI. 시사점
1. 특허법 제 112조
미국 특허법 제 112조 제a항은 상세한 설명 서면기재 요건을 다루고 있다.30) 미국
연방법원과 특허상표청은 이를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i) 발명에 대한
서면 묘사, (ii) 발명을 만드는 방법과 그 이용에 대한 공개 (산업상 이용가능성), (iii) 발명의
최적의 실시례가 이에 해당한다.31)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특허 거절
사유가 된다. 제정 초기 법원은 이 요건을 특허 명세서에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대상 발명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26) Id. at 24
27) Id. at 25.
28) Id. at 28.
29) Id. at 28-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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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 제정
이전에는 (a)가 아니라 § 112의 처음 문단의 내용).
31) Mark J. Stewar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of 35 U.S.C. § 112(1):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 Co., 32 Indiana L. Rev. 53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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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이 그 발명에 대한 다른 실험이나 연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적용하였다.32)
특허 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각 연방법원들이 상세한
설명이 특허에서 개별적 요건인가에 대하여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특허 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설립된 직후 판례에서 법원은 상세한 설명의 목적은 해당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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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대상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33)
그러나 1991년 Vas-Cath 판결에서는 이와 다르게 상세한 설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최적의 실시례 요건과 다른 독립적 요건이라고 판시하였다.34) Vas-Cath 판결에 따르면 이
요건은 발명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발명을 대중의 소유가 되게 하는 부분이며 상세한
묘사는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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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요건은 몇 가지 상황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으나 가장 흔한 경우는
출원인이 원출원 이후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고자 할 경우이다. 후에 첨가하는 내용이
원출원서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묘사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36) 이는 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급변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권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생명공학과 특허법 제 112조
1990년대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상세한 설명과 관련된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발명 요건은 1990년대 생명공학 특허의 수요가 많지 않았음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침해 사건인 Amgen, Inc. v. Chugai Pharmaceutical, Co.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짜였다. 대상
판결에서 DNA 배열에 대한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하여 판단하였다.3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생명과학 특허에서 실제 DNA 배열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추출 방법과 함께 이를 다른
화학 물질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상세한 설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시하였다. 1993년
Fiers v. Revel 판결에서 Amgen의 원칙을 베타 인터페론(beta interferon) DNA 코딩에

32) In re Wands, 858 F.2d 731 (Fed. Cir. 1988); Kaken Pharm, Co., Ltd. v. ITC, 111 F.3d 143 (Fed. Cir. 1997) (특허
명세서는 또한 발명을 수행하고 실용화하는데 최적의 실시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적의 실시례는 발명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33) Kennecitt Corp. v. Kyocera Int’l, Inc., 835 F.2d 1419, 1421 (Fed. Cir. 1987).
34) Vas-Cath, Inc. v. Mahurkar, 935 F.2d 1555, 1563 (Fed. Cir. 1987).
35) Id. at 1561-63.
36) Mark J. Stewart, Id. at 545.
37) Amgen, Inc. v. Chugai Pharmaceutical, Co., 927 F.2d 1200 (Fed. Cir.), cert. denied, 502 U.S. 85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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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3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DNA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것이 발명의 일부분이며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잠정적인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았다.3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7년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
Co. 판결에서 다시 생명공학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40) Lilly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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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유전자를 놓고 벌어진 7년간의 특허 분쟁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UC”)은 1977년 쥐의 인슐린 유전자를 복제하였다. 이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유전자 재조합형 인슐린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발견이었다. 이전에는 돼지와 소의 인슐린을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하였으나 인간의 아미노산
배열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었다.41) 또한 동물 인슐린을
정화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 1982년 Lilly는 Genetec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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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받아 특정 공정을 거쳐 생산한 합성 인간 인슐린을 사용한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Lilly는 인슐린 전구물질(precursor)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42) 쥐의 인슐린을 복제한 후 UC는 쥐와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과 포유류의 인슐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해당 특허는 1987년 등록되었고
1990년 UC는 Lilly에 대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4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과 Fiers를 인용하면서 UC의 청구항을 무효화하였다. 그러나
Lilly의 경우는 앞의 두 판결과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먼저 Amgen, Fiers의
발명가와 달리 UC의 발명가들은 실제로 cDNA를 추출하고 복제하였으며 cDNA로서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UC 특허의 청구항에는 쥐 인슐인 mRNA, 쥐 인슐린 cDNA의 합성과 특성,
쥐의 인슐린을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도입한 가상의 예를 사용하여 인간 cDNA를
추출하는 방법, 선행기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인간 인슐린 A와 B 체인의 아미노산 배열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었다.44) 법원은 UC가 특허 명세서에서 인간 인슐린의 cDNA 인코딩에
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45)
UC는 쥐라는 한 가지 종(species)의 cDNA를 공개하는 것은 그 종이 속한 인간의 것을
포함한 전체 속(genu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며 인간 인슐린의 cDNA 추출 방법을
38) Fiers v. Revel, 984 F.2d 1164, 1170-71 (1993).
39) Id. at 1170.
40)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 Co., 119 F.3d 1559 (Fed. Cir. 1997)
41) Eliot Marshall, “A Bitter Battle Over Insulin Gene,” 277 Sci. 1028 (1997).
42) Mark J. Stewart, Id. at 552.
43) Id. at 552.
44) Id. at 553.
45)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 Co., 119 F.3d at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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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것 또한 충분히 상세한 서면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6) 그러나
법원은 UC가 특허명세서에서 cDNA를 다른 DNA와 구분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로 UC의 발명가가 525 특허 출원 후 2년 뒤에야 인간의 cDNA를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4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인간과 다른 종에서 발견되는 인간 단백질과 같은 종류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과 특정 DNA 인코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간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충분한 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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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y 판결 이후 생명과학 특허 출원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청구항에서 특정 cDNA에 대한 충분한 상세한 설명이 되려면 cDNA의 복제과정과 결과물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Lilly 판결의 의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의 범위를
해당 특허의 실제 발명에만 국한하겠다는 특허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원칙은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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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ke v. Lo 판결도 Lilly 판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생명공학 특허에서 특허
보호대상이라는 특허법 제 101조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하는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선행기술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이라든지 하는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특허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Quake v. Lo 판결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명세서에 특정 기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였다.

46) Id. at 1567-68.
47) Id. at 1572.
48) Id.
49) Margaret Sampon, “The Evolution of the Enablement and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Under 35 U.S.C.§
112 In the Area of Biotechnology,” 15 Berkeley Tech. L. J. 1233, 125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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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제조법의 균등침해에 대한 출원경과금반언 항변 성립요건
-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IP Insight

쟁점

균등론을 근거로 한 침해금지청구의 소에서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의 특허에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순
회항소법원은 대상 특허의 출원과정을 살펴볼 때 Amgen은 오해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청구항에 기

판시사항

재된 소금배합물 이외에 다른 종류에 대하여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
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Amgen은 Coherus의 복제약 제조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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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BPCIA 규정에 따른 스폰서(sponsor)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협의 과정(patent dance)은 강제조항
은 아니지만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patent dance 혹은 IPR/PGR 중 한 가지를 선
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7월 미 의회에 상정된 Stronger Patent Act에

시사점

서는 IPR/PGR 절차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특허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은 복제약 제조사에 대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소에
서 중요한 항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특허권자가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한 반론의 증거로 제시하여야 할 점들도 지적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Amgen Inc. (원고)
Coherus Bioscience Inc. (피고)

Amgen Inc. (항소인)
Coherus Bioscience Inc. (피항소인)

법원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번호

17-546(LPS)(CJB)

2018-1993

판결일자

2018년 4월 16일

2019년 7월 29일

판결결과

소 각하

1심판결 인용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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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for purifying proteins (US Patent No. 8,273,707)
BPCIA § 262(l)

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균등론에 입각하여 피고의 원고 특허침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이다.1) 이 사건에서 원고인 Amgen은 Coherus가
자사 제품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Amgen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2) 그러나
Coherus는 Amgen이 특허 출원과정에서 특허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특허 범위의

USA

일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에 따라 Coherus의 제조법은 Amgen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

Ⅱ.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의 특허에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특허의 출원과정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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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mgen은 오해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청구항에 기재된 소금배합물 이외에 다른 종류에
대하여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Amgen은 Coherus의 복제약 제조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

Ⅲ. 사건의 경과
1. BPCIA에 따른 복제약 판매승인 절차
2016년 Coherus는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이하 “BPCIA”) 규정에
따라 FDA에 자사에서 제조한 복제약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abbreviated Biologic License
Application, 이하 “aBLA”)를 시작하였다.6) 해당 복제약은 Amgen의 pegfilgrastim 제품인
Neulasta를 사용한 것이었다.7) 양 사는 FDA의 승인을 받기 전 제품들의 정보를 교환하였고

1)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No. 2018-1993 (Fed. Cir. 2019).
2) Id. at 6.
3) Id.
4) Id. at 2.
5) Id.
6)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Report and Recommendation, Civil Action
No.17-546-LPS-CJB, p. 1; BPCIA § 262(l).
7) Id.
 at 1.
Amgen은 filgrastim (marketed as Neupogen®)과 pegfilgrastim (marketed as Neulasta®)라는 두 가지 연관된
생약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모두 백혈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약품이다. 백혈구 감소증은 항암과정의
면역치료(hemotherapeutic regimens)나 방사능치료(radiation therapy)과 같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자주 발병한다.
Filgrastim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인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와 같은 재조합체의
일종이다. 이 물질은 호중구(neutrophils)와 줄기세포의 생성과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Pegfilgrastim는
Filgrastim과 흡사하나 polyethylene glycol molecule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입자가 더 크고 더 긴 시간동안 활동을
할 수 있다. Amgen Inc. v. Sandoz Inc., No.2018-1551/1552 (Fed. Ci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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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BPCIA § 262(l)(6)(A)에 의거하여 제기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에 8,273,707
특허(이하 “707 특허”)를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8). 이에 따라 2017년 5월 10일 Amgen은
Coherus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9)

2. 707 특허의 내용

IP Insight

707 특허는 인체 세포에서 생성되는 생약 일종인 재조합형 단백질의 분리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단백질은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10) 이 방법은 소수성 상호작용 색층 분석(hydroph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 이하 “HIC”)이라고 불린다.11) HIC 정화방식은 정화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단백질과 관련된 불순물을 소금용해액을 사용하여 분리하는 과정으로 1단계는 HIC
컬럼(column)에 소금용해액을 도포하는 장착(loading) 단계이다. 완충액(buffer)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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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단백질의 소수성 부분을 노출시켜 이를 컬럼 매트릭스에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단계는 컬럼에 단백질은 남기고 그 외 불순물은 분리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농도가 낮은 소금용해액을 도포하여 정화된 단백질을 컬럼에서 분리한다. 이온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수소성이 있는 단백질이 위치한 부분의 노출량이 증가하고 컬럼으로부터 분리된
단백질 수소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2)
대상 특허는 HIC에서 단백질이 용해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손실을 줄이고
동적용량(dynamic capacity)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13) 동적용량이란 컬럼에 장착되어
있는 단백질이 분리되기 전에 상당한 손실이나 대전환(breakthrough)없이 용해될 수 있는
단백질의 최대치를 말한다.14) 707 특허 이전의 기술은 HIC 컬럼의 동적용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높은 소금물을 완충액으로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용해액의 점성 또한 높아져 단백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15) 707 특허는 단백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소금의 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동적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금 배합물을 사용한 HIC를 제시하였다.16)

8) Id. at 1-2.
9) Id. at 2.
10) Id. at 2.
11) H IC 컬럼은 견고하고 수소성이 있는 배열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단백질의 배열체계 내에서 소수성
모이어티(hydrophobic moiety)와 용해되지 않고 이동성이 없는 기둥의 hydrophobic group 사이에 hydrophobic
연결을 이용하여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12) Id.
13)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No. 2018-1993 (Fed. Cir. 2019). p. 1.
14) Id. at 2.
15) Id.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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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특허의 청구항은 독립항 두 개와 종속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청구항에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17) 먼저 용해액을 처음으로 도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구연산과 황산, 구연산과 아세트산, 황산과 아세트산으로 구성된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18) 두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소금과 두 번째 소금의 배합물은
0.1 M에서 1.0 사이여야 한다는 것이다.19) Amgen은 자사의 특허발명은 다량의 단백질이
분리되기도 전에 용해액을 붓는 과정에서 대량 손실되던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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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20)

3. 707 특허의 출원경과
심사과정에서 특허심사관은 707 특허에 대하여 선행기술인 Holtz와 비교할 때 비자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 결정을 내렸다. 심사관은 Holtz에서 이미 단백질과 컬럼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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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종류의 소금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를
접한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707 특허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1)
2011년 1월 26일 심사관의 거절통보에 대하여 Amgen은 자사의 발명이 Holtz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동적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 이와 관련하여
Amgen은 발명자 Anna Senczuk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Anna Senczuk은 황산염/
구연산염(sulfate/citrate), 황산염/아세트산염(sulfate/acetate) 배합물을 단백질 분리과정에
적용한 결과 동적용량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황산염/구연산염,
황산염, 아세트산염, 아세트산염/구연산염으로 구성된 소금배합물은 한 종류의 소금을
쓰는 것보다 단백질 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Senczuk는 그러나 세 가지 종류 외에 다른 종류의 소금배합물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23)
2011년 4월 7일, 심사관은 2차로 특허 거절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심사관은 “출원인은
자신의 청구항이 특별한 소금배합물(particular combination of salts)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선행기술이 이미 정화과정에서 소금을 사용하는 사실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시각에서 볼 때 소금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17)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Report and Recommendation, p. 3.
18) Id.
19) Id.
20)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Fed. Cir. 2019). p. 2.
21) Id.
22) Id.
23) Id. a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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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24) 2011년 8월 22일 답변서에서 Amgen은 Hotlz는
소금배합물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HIC 컬럼의 동적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Amgen은 이를 가능하게 한 소금배합물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였으며 단지 두 번째 소금을 첨가하는 것으로는 자신들의 발명에 이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심사관은 특허를 허여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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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은 Burke 부판사가 작성한 권고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소를 각하하였다.26)
권고문에서 Burke 부판사는 균등침해와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
번째는 균등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와 침해의 혐의를 받는 발명
사이의 등가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7) 두 번째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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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특허권자가 특허출원과정에서 문언을 통해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이후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균등론에 입각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정립하였다고 설시하였다.28) 세 번째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출원경과금반언을 크게 보정을 통해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한 유형(amendment-based
estoppel)과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과의 논의를 통해 특허 보호범위 일부를 포기(argumentbased estoppel)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29) 마지막은 대상 사건에서 Coherus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논의를 통한 출원경과금반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일부 특허 보호대상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0) Burke 부판사는 여기에서의 쟁점은 경쟁자가 출원인이 해당
대상을 포기한 것으로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설시하였다.31)
Burke 부판사는 먼저 Amgen의 균등침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Burke 부판사는
Coherus의 방법과 707 특허 사이의 등가관계 성립여부 증명에서 Amgen은 자사의 특허방법과
Coherus의 제조법의 균등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32) Amgen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법적 결론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33) 반면
24) Id. at 3.
25) Ibid.
26)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Final Judgment and Order, No.
17-546(LPS)(CJB), p. 1.
27)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es Chemical Co., 520 U.S. 17, 21 (1997)
28) Spectrum Pharms., Inc. v. Sandoz Inc., 802 F.3d 1326, 1337(Fed. CIr. 2015).
29) Conono, Inc. v. Energy & Envtl. Int’l, L. C., 460 F.3d 1349, 1363 (Fed. Cir. 2006).
30) Id.
31) Id. at 1364.
32)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Report and Recommendation, p. 7.
33) Ibid. a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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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us는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적용 근거로 Amgen이 특허심사과정에서 특허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인 Holtz가 소금의 특정 배합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Amgen은 다른 소금 배합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34) Coherus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답변서에서 Amgen은 Holtz의 내용
어디에도 어떤 종류의 소금을 쓰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Hotlz는 자신들의 특허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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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원래 사용하던 첫 번째 소금 이외에 두 번째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Amgen의 방법을 유추해 낼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
Burke 부판사는 이 주장에도 동의하였다.35)
결론적으로 Burke 부판사는 707 특허 출원과정을 살펴볼 때 Amgen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백하게 이를 밝혔음을 물론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소금배합물과 다른 소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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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36) 권고문에 따르면
Amgen이 출원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 소금배합물이었다면 법원의 판단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르나 Amgen은 특허심사관의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발명을
Holtz의 차이점을 특정 소금배합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발명이
독자적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mgen은 Hotlz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자사의 특허를 특정 소금배합물을 사용한 방법에만 국한하였고 이를 명백하고 오해의 소지
없이 표현하였기 때문에 707 특허에서 특정한 소금배합물 이외의 다른 종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7)
Amgen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Coherus가 주장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자신들의 특허침해 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신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Burke 부판사는 이 세 가지 주장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Coherus의 출원경과금반언 항변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과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단계가 끝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38)
Burke 부판사는 법원은 Amgen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39)
34) Id. at 5-7.
35) Id. at 9.
36) Id. at 12.
37) Id. at 12-13.
38) Id. at 14-15.
39) Ibid.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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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진술에는 출원경과금반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Amgen의 주장에 대하여 Burke 부판사는 Amgen이 주장한 내용이 판례경향과 일치한다고
보았다.40) 그러나 여기에서도 Amgen의 답변 내용이 보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41)
세 번째로 Amgen은 Coherus가 특정 소금배합물(particular combination of salts)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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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특별한 소금 조합(specific salt pairs)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출원경과금반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2) 그러나 법원은 Coherus는
Amgen이 특별한 소금배합물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Amgen이 Holtz와의
비교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특허 심사관에게 자신의 기술은 다른 소금배합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Hotlz의 기술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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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e 부판사는 Coherus의 주장대로 Amgen이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707 특허에
언급된 종류 이외의 소금배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mgen은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Coherus의 복제약에 대하여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각하할 것을 권고하였다.44)

V.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Amgen은 출원심사과정에서
명백하고 오해의 소지 없이 자신들이 청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른 소금배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대상사건에서 Amgen에게 논의기반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45) 특허심사관과 Amgen 사이에 오간 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과 Amgen이 제출한 진술서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4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47)

40) Deering Precision Instruments, L.L.C. v. Vector Distribution Sys., Inc, 347 F.3d 1314,
1326 (Fed. Cir. 2003).
41)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Report and Recommendation, p. 15-16.
42) Id. at 16-17.
(“Amgen은 특허출원과정에서 자신들이 사용한 특별한 소금배합물(specific salt pairs)을 강조함으 로써 특허 허여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자신들의 특허의 범위를 다른 소금배합물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3) Id. at 17.
44) Id.
45)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Fed. Cir. 2019). p. 8.
46) Id. at 8.
47) Ibid.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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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en은 자사의 방법과 선행기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Holtz가 포함하는 특별한
배합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Holtz가 동적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어떠한 소금배합물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mgen에
따르면 자신들의 청구항에 명시된 특별한 소금배합물은 단순히 Holtz가 사용하는 소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찰한 것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청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소금배합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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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48)
다음으로 Amgen은 특허를 허여 받은 후인 2011년 8월 22일 답변서에 Holtz가 특정
소금배합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Amgen은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의 적용여부는 특허가
부여되기 직전 자신들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9) 그러나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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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판례 경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의 적용이 가장
최근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50)

VI. 시사점
1. 복제약의 제조 및 판매 관련 규정과 판례
(1) 미국 BPCIA
복제약 제조법 관련 사안은 최근 미국 특허 분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미국은 복제약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1900년대 초부터 연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었고 FDA
또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1969년부터 마련하였다. HatchWaxman 개정 이후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제도가 생기면서 FDA를 통해
복제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51) 그러나 복제약 제조가
활발해지면서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복제약의 제조, 판매승인 절차, 복제약과 관련된
특허권자(reference product sponsor: 이후 “sponsor”)와 연관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생기게 되었고 BPCIA에 이르러
복제약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48) Id.
49) Id.
50) Id. at 11-12.
51) Erica Lietzan, Krista Hessler Car ver, Jeffrey Elikan, “Unofficaial Legislative Histor y of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2009, 65 Food & Drug L. J. 671, 672-67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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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IA는 복제약 제조사(biosimilar applicant)가 복제약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였고 대중들이 비슷한 효능의 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2) 또한 sponsor의 경우 자사의 약품의 복제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침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Amgen은 BPCIA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왔다.53) 최근에도 자사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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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에 대한 특허 침해청구금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상 사건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중 하나인 Sandoz v. Amgen 판결은 BPCIA 규정 적용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 판결이다.54)
BPCIA에 따르면 복제약 제조사는 FDA로부터 복제약 판매 승인 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와 복제약을 시장에 판매하기 180일 이전에 sponsor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andoz v. Amge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통보시기 중간에 두 제조사가
어떤 과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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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z v. Amgen 판결은 BCPIA가 제정된 후 제기된 첫 번째 사건이다. 대상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들은 복제약 제조사가 FDA에 복제약 판매 승인 신청서를 낸
이후 합의에 의해 신청서에 있는 정보와 그 이상의 정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Patent Dance”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FDA가 복제약 판매를 승인하기 전 복제약
제조사와 복제의 대상이 된 약품의 제조사 간에 aBLA상 정보와 그 이상의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를 양쪽의 협의에 의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patent dance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만약 복제약 제조사가 여기에 응하지 않더라도 sponsor는 연방법원과 주법원 어디에서도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복제약 제조사가 법원에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6)
BPCIA는 sponsor가 두 단계에서 소를 제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sponsor에게 제조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특허권자는 복제약 제조시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침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는 그 즉시 관련된 특허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FDA가 복제약에
실시권을 부여하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권자에게 자신들의 복제약을 시장에 판매할 의사를
밝힌 후로 미룰 수도 있다.57)
52) Ha Kung Wong & April Breyer Menon,“Biosimilars And the BPCIA: Past, Present, and
Future,“ Biosimilar Development (Mar. 19, 2019).
53) Amgen은 복제약 제조와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에서도 소를 제기하였다.
54) Sandoz Inc. v. Amgen Inc., 137 S.Ct. 1664 (2017).
55) Id.
56) Id.
57) BPCIA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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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IA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의 대부분이 patent dance 단계에서 제기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Hatch-Waxman Integrity Act of 2018은 복제약 제조사가 aBLA와
이와 관련된 절차와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제도(Inter Parte Review, 이하 “IPR”)나 허여된
특허의 유효성 검증제도(Post Grant Review, 이하 “PGR”) 같은 절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58) 또한 현재 의회에 상정된 Stronger Patent Act of 2019에서는 특허 허여 이후 그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할 장치인 IPR과 PGR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patent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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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논의는 복제약 판매 승인 과정에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 복제약과 관련한 국내 규정과 판례
우리나라에서도 복제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제약 관련
사항은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PCIA와 같이 복제약과 sponsor간의 특허침해와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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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복제약 시장이 확대되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복제약들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생동 실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59) 또한 복제약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ponsor와의 특허분쟁 가능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정
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60)

58) Hatch-Waxman Integrity Act of 2018.
59) 식약처는 생동실험을 4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원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
지만 생동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0)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49

2. 균등침해와 출원경과금반언
(1) 미국
미국의 균등론은 기능·방법·결과를 비교하는 3요소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을
사용하고 있다. 침해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대응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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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구성요소가
균등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61) 출원경과금반언은 균등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되는
원칙이다. 특허권의 유효성 도전에 대한 특허법상 장치가 약화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출원과정에서의 문서에 나타나있는 내용을 증거로 하는 출원경과금반언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복제약
판매에 주요장애 요소인 균등침해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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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62)
출원경과금반언은 판례에 의해 탄생한 원칙으로 현재의 기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Festo II
판결에서 비롯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당시 당업자의 시각에서 균등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의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이 법적인 문제인지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인가 혹은 당업자의 기준을 해당 발명의 당업자인지 아니면 청구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안목을 갖춘 기술자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Festo III 판결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대상 판결에도 적용된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 출원경과금반언 원칙과 관련한 국내 판례
국내 판례의 경향은 미국과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출원경과금반언은 균등론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균등론의 요건이 대법원에 의하여 다섯가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적용이 다소 복잡하다. 미국은 균등론의 요건을 국내 법원처럼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균등론을 특허침해의 입증 원리로 사용할 때 각
요소에 따라 각각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여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63) 대법원은 2000년
61) Graver Tank & Manufacturin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7 (1950).
62) Nicholas Arkell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 A Major Barrier for the Marketability of
Biosimilars,” Biosimilr Development (August 16, 2018).
63) 김동준,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특허법연구, 10권 (2012) 전수안대법관 최임기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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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균등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64)
(1)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2) (대상)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3)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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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4)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5)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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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65)

2002년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에서는 균등침해 사안에서
출원경과금반언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였다.66)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67)

3. 향후 복제약 판매승인 절차에 대한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주장에서 증명하여야
할 점들을 보여주었다. BPCIA의 복제약 판매승인 절차의 내용이 균등론의 요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균등론은 복제약 제조와 관련된 특허 침해청구금지의 소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이론으로 보인다.68)
6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65) 위의 판결.
6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67) 위의 판결.
68) Nicholas Arkells,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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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en Inc. v. Sandoz Inc.에서 연방법원은 균등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시하였다.69) 그러나 복제약과 관련된 소에서 대다수의 sponsor가 균등론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균등침해의 증명과 이에 대한 항변인 출원경과금반언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sponsor는 우선 특허청구항을
작성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그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sponsor의 특허와 복제약 제조법의 모든 요소가 등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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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야 한다.70) 만약 두 방법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sponsor는 그 차이점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며 복제약 제조사는 그 차이점이 두 제조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원경과금반언을 주장할 때는 특허권자의 특허 출원과정 중 보정절차와 특허심사관의
결정에 따른 답변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보정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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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항의 용어나 범위에 변화가 있었다면 sponsor의 경우 보정을 통한 특허 청구범위의
축소가 아니라 보정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을 하여야 한다. 복제약 제조사는
보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과 그에 따른 답변서 또는 의견서에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한정하거나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부각하여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오해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자신의 특허 범위를 축소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법원의 경우 출원경과금반언의 종류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허 출원과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달리 보정
내용과 심사 과정의 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특허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69) A
 mgen Inc. v. Sandoz Inc. Nos. 2018-1551, p.11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pplies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is not “simply the second prong of every infringement charge,regularly available to extend protec-tion
beyond the scope of the claims.” London v. Carson Pi-rie Scott & Co., 946 F.2d 1534, 1538 (Fed. Cir. 1991);
see also Duncan Parking Techs., Inc. v. IPS Grp., Inc., 914 F.3d 1347, 1362 (Fed. Cir. 2019)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not be used to effectively read out a claim limitation because the public has a right to rely
on the language of patent claims.” (citing Primos, Inc. v. Hunter’s Specialties, Inc., 451 F.3d 841, 850 (Fed. Cir.
2006)).
70) Amgen Inc. v. Coherus Biosciences, Inc., Report and Recommendation,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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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 유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에 대한
특허법 제156조상 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전략
- Novatis AG v. Ezra Vetures LLC, 909 F.3d 1367 (Fed. Cir. 2018)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판결요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56조상 PTE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TE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특허들 중 어떤 특허에 PTE를 적용할
것인지는 특허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설사 그 중 하나의 특허를 선택함으로 인해 나머지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존속기간 연장은 적법하다.
이 사안에서 특허권자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문제된 두 특허들 중 ’229 특허를
선택하여 PTE를 받음으로 인해 ’565 특허의 존속기간이 ’229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실상’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특허만을 선택하여 PTE를 받도록 한 특허법 제156(c)(4)조 위반이 아니며,
PTE 적용으로 인한 ’229 특허존속기간 연장 부분 중 ’565 특허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229 특허는 유효이다.

시사점

생명공학발명 특허권자는 속(genus)과 종(speices), 화학 합성물(compounds)과 그 처리 방법 등의
관련 특허들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에,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판시에서 CAFC는 특히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특허들 중 PTE을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특허를 선택함에 있어 특허권자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포기서를 제출하였던
특허에 대해서도 기간포기에 의해 정하여진 만료일을 초과하여 PTE를 통해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설사
그로 인해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다른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PTE 적용이 가능하며, 먼저 만료되는 특허에 맞추어 기간포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자가 동일한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TE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특허 검토를 통해, 특허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허를 선택하여 PTE를 받는 것도 생명 공학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있어 의약발명 관련
특허권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심급

당사자

1 심 (지방법원)
원고
피고

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Novartis AG,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Mitsui Sugar Co. Ltd.

항소인

Ezra Ventures LLC

피항소인

피고와 동일
원고와 동일

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

사건번호

1:15-cv-00150-LPS / 1:15-cv-00975-LPS

2017-2284

판결일자

2016년 9월 29일

2018년 12월 7일

특허 침해

인용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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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 유형 이중특허에 대한 특허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Extension, PTE) 적용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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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방특허항소법원

관련 지재권

2-amino-1,3-propanediol compound and immunosuppressant
(U.S. Patent No. 5,604,229(이하 ’229 특허)
Compositions and methods of using compositions with accelerated lymphocyte homing
immunosuppressive properties
No. 6,004,565(이하 ’565 특허)

참조법령

35 U.S.C.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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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1)에 대한 특허법
제156조상 특허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이하 ‘PTE’)2) 적용의 유효성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IP Insight

1.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56조상 PTE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TE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특허들 중 어떤 특허에
PTE를 적용할 것인지의 선택은 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설사 그 중 하나의 특허를
선택함으로 인해 나머지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존속기간
연장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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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자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문제된 두 특허 중 ’229 특허를 선택하여
PTE를 받음으로 인해 ’565 특허의 존속기간이 ’229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실상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특허만을 선택하여 PTE를 받도록 한 특허법 제156(c)(4)조
위반이 아니며, PTE 적용으로 인한 ’229 특허존속기간 연장 부분 중 ’565 특허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229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Novartis AG,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이하 ‘Novartis사’)는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치료제인 Gilenya®에 관한 ’229 특허 및 ’565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29 특허는 Gilenya®의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인 fingolimod에 관한
것이고, ’565 특허는 그 fingolimod를 투여(administer)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229 특허는
1) 이중특허란 ‘선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발명’ 또는 ‘선발명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변경이 용이하여 선발명과
특별히 구별하기 힘든 후발명’이 특허출원・등록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중특허는 출원거절 또는 등록무효된다. 이렇듯
이중특허에 대해 출원거절・등록무효화하는 이유는 (1)동일 발명에 대하여 중복 특허를 통해 특허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2)동일 발명에 대한 복수의 특허를 소유한 자가 그 중 하나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일 발명을 기초로 여러 명의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됨으로 인해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이중특허 유형으로는 (1)‘법정 유형’, 즉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동일 유형 이중특허’ 및 (2)‘비법정
유형’으로 공공질서를 근거로 판례상 정립된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Obvious type double patenting)’와 ‘비자명성 유형
이중특허(Non-obvious type double patenting)’가 있다. 이 중 본 판례에서 문제된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는 소유자가
동일한 특허(commonly owned patent)에 청구된 발명에 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지 않는 발명이 청구된
경우, 그 발명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를 이유로 거절된다. 이러한 거절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기간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하여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이해영, 「미국 특허법」, 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4, 658-673면).
2) PTE는 특허권자가 의약품, 음식, 첨가물, 의료장치 등 발명을 상업적으로 시판하기 전 FDA 등 당국으로부터 시판승인(premarket government approval)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국의 장기간 검토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특허기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해영, 위의 책, 8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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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이하 ‘URAA’) 발효일(effective
date)인 1995년 6월 8일3) 전인 1993년 10월 18일 출원된 특허(pre-URAA patent)로,
당시 특허존속기간은 등록일(issuance)인 1997년 2월 18일로부터 17년까지로 2014년 2월
18일 만료되는 것이었으나, 특허법 제156조상 특허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이하 ‘PTE’)에 따라 부여된 5년을 포함하면 201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그에 반해 ’565
특허는 URAA 발효일 후 출원된 특허(post-URAA patent)로, Trips 협정 제33조4)에 따라

USA

그 존속기간은 출원일(filing)인 1999년 12월 21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년 9월
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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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특허 및 '565 특허 출원일 및 존속기간만료일]
경쟁업체인 Ezra Ventures LLC(이하 ‘Ezra사’)는 Gilenya®의 제네릭(generic)에 대한
약식신약허가신청서(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5)를 제출하였다. 이에
Novartis사는 Ezra사를 상대로 ’229 특허 청구항 9, 10, 25, 36, 46, 48 침해를 이유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3) 우 루과이라운드협정(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 이행을 위해 1994년 12월 제정된
URAA(Trips Art. 33)에 따라, 1995년 6월 8일 이후 출원된 특허는 미국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받는 데 비해,
1995년 6월 8일 전에 출원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또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7년 중 늦게 종료되는 때로 존속기간이
만료된다(이해영, 위의 책, 868면).
4) Trips Article 33 - Term of Protection
The term of protection available shall not en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enty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5) ANDA는 제네릭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임상시험 결과 등 오리지널약 허가 신청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불린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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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zra사는 크게 다음의 2가지 주장과 함께 변론에 기한 판결선고 신청(motion for
judgment on the pleadings)6)을 하였다. 첫째, 문제된 ’229 특허는 ’565 특허와 특허법적으로
구별(patentably distinct)되지 않는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이하 ‘Ezra사 주장[1]’). 그러면서 ’229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PTE
적용으로 인한 ’229 특허존속기간 연장 부분 중 ’565 특허 만료일을 초과하는 부분인 2017. 9.
24부터 2019. 2. 18까지의 기간은 포기되어야 한다(terminally disclaimed)고 덧붙였다.

IP Insight

둘째, ’229 특허는 ’565 특허에서 청구된 방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화합물
(compound)에 관한 것이기에, ’229 특허 PTE는 ‘사실상(de facto, effectively)’ ’565 특허의
존속기간 또한 연장시키게 되어, “PTE를 위한 둘 이상의 출원이 하나의 규제검토기간
(Regulatory Review Period, 이하 ‘RRP’)과 관련되는 경우 단 하나의 특허를 선택하여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156(c)(4)조7) 및 공중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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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는 근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이하 ‘Ezra사 주장[2]’).
반면 Novartis사는 2014년 CAFC의 Gilead Sciences, Inc. v. Natco Pharma Ltd 판결(이하
‘Gilead 판결’)8)의 각주 6을 인용하면서, ’229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565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23일로 하는 기간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Gilead 판결
각주 6에서는 “후에 등록된 특허는 나중에 만료된다(later-issued patents expired later)”는
pre-GATT 원칙에 대해서도 존속기간 연장에 적합한 특허의 경우와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고
적시되어있다.9) 그러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본 사건의 존속기간 연장은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2017년 9월 23일을 초과하는 존속기간 연장 부분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Novartis사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면서, Ezra사의 변론에 기한 판결선고
신청을 거절(denied)하였다. 지방법원은 우선 (1)2007년 CAFC의 Merck & Co. v. Hi-Tech
Pharmacal Co. 판결(이하 ‘Merck 판결’)10)에서의 특허법 제156조에 대한 입법 연혁(legislative
history) 분석을 참고하여, 어떠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라고 보면서 Ezra사의 주장[1]을

6) 소장, 답변서 등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에 비추어 중요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배심원 평결 등 절차 없이
재판부에 신청 당사자에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사실이 명백하여 정식재판 전 신청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약식판결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과 달리 ‘변론에 기한 판결선고 신청’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https://blog.naver.com/lawyeryky/220267462092).
7) 35 U.S.C §156(c)(4) in no event shall more than one patent be extended under subsection(e)(1) for the same regulatory
review period for any product.
8) 753 F.3d 1208 (Fed. Cir. 2014).
9) Gilead v. Natco, 753 F.3d at 1215, n6.
10) 482 F.3d 1317 (Fed.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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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Ezra사의 주장[2]는 ‘사실상(effectively)’이라는 문구가 특허법
제156(c)(4)조상 ‘연장되는(extended)’이라는 문구를 수식하는 것(modifier)으로 이해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존속기간 연장과 ‘법률(statute)상’ 존속기간 연장은 다르기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먼저 등록된 ’229 특허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해 다음
등록된 ’565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USA

지방법원은 그러한 거절이 있은 후, (1)Ezra사가 이중특허 쟁점과 관련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2)만약 문제된 ’229 특허 청구항이 무효, 존속기간 만료, 그리고
집행불능(unenforceable)이 아니라면, Ezra사가 Novartis사의 ’229 특허를 침해한 것임을
인정(stipulate)하였다는 점을 들어, 지방법원은 Ezra사가 ’229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이에 Ezra사는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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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CAFC는 항소인인 Ezra사의 주장을 모두 거절하면서, 지방법원 판시를 인용하였다.
CAFC는 Ezra사 주장[1]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있어, 특허출원과정(prosecution) 중
기간포기를 하였던 특허(terminally disclaimed patent)에 대한 PTE 적용의 유효성을
쟁점으로 하여 소위 ‘타당한 연장(logical extension)’에 대해 판시하였던 Merck 판결을 적극
참고하였다. Merck 판결에서 CAFC는 기간포기가 있었던 특허도 여전히 PTE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기간포기에 의해 정하여진 만료일을 초과하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CAFC는 이러한 이전 판시를 인용하여 특허법 제156조상 ‘하여야 한다(shall)’라는
문구를 보아, PTE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함을
적시하면서, ‘판사가 만든 법리(judge-made doctrine)’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어진 존속기간
연장 권한(statutorily-authorized time extension)’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다시 말해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56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TE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CAFC는 Ezra사 주장[2]와 달리, Novartis사는 PTE를 받을 특허를 ’229 특허 하나로
선택하였기에, 특허법 제156(c)(4)조상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특허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품,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흔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PTE 특허 선택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령상

11) 28 U.S.C. §1295(a)(1)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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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제품(product)과 관련된 여러 특허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12) PTE를
받을 수 있는 자유(flexibility)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 의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다른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는 또 다른 요건을 특허권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13)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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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생명공학발명 특허권자는 속(genus)과 종(speices), 화학 합성물(compounds)과 그 처리
방법 등의 관련 특허들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동일한 특허에
청구된 발명에 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지 않는 발명이 청구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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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를 이유로 거절되나, 이러한 거절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기간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하여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하여 성급하게 기간포기서를 제출할 것은 아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문제된 신약이 당해 회사에서 매우 큰 수익을 이끌어냈던 제품인 경우는 특히나
그러한 오리지널약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경쟁업체에서 저가 제너릭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신약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후로 신약 개발업체가 그
특허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매우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3월 CAFC SimpleAir, Inc. v. Google, LLC 판결14)에서 이중특허 거절 극복을 위한
기간포기서 제출은 두 특허 청구항의 특허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강력한 하나의 지표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출원 계속 중 임시로
이중특허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거절이유를 극복하고자 청구항을
보정하는 과정 중 두 출원의 권리범위가 상이해져서 이중특허 거절 사유가 저절로 해소될 수
있기에, 최종적으로 이중특허 거절이유가 남는 경우에만 수익 등을 주의 깊게 따져 기간포기서
제출을 고려하여야 한다.15)
또한 본 판결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와 PTE 간 관계를 보여준다. 즉 본 판시는 PTE가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가 빈번히 문제될 수 있는 의약품 등 생명공학 특허에서 꽤 유용한
12) 동일한 규제검토기간을 거친 모든 특허에 대하여 그 기간을 보전(補塡)해주지 않고 그 중 단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PTE를 부여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자와 저가 제네릭 경쟁업체 간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13) 특
 허법 제156(c)(4)조상 ‘연장한다(extend)’는 문구 해석에 있어, ‘사실상’ 연장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 884 F.3d 1160 (Fed. Cir. 2018).
15) 이상욱, “재심사에서 CIP 출원을 DA 출원으로 변경하여 세이프하버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P insight, 2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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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간포기서를 제출하였던 특허에 대해서도 기간포기에
의해 정하여진 만료일을 초과하여 PTE를 통해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설사 그로 인해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관계에 있는 다른 특허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도 PTE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PTE 적용 특허 결정에 있어 CAFC는
특허권자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SA

이렇듯 상업적 시판을 위해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장기간 검토로 인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특허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PTE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특허를 검토하여,
특허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허를 선택하여 PTE를 받는 것도 생명 공학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Life Science Patent Portfolio Management)에 있어 의약발명 관련
특허권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59

1개의 선행기술만으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Game and Technology Co., Lrd v. Activision Blizzard Inc,
No. 2018-1981 (Fed. Cir. June 21, 2019)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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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게임 이용자가 게임상 아바타와 아이템 기능을 결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겜바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자명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합리적인 최광의 해석’상 ‘겜바타(gamvatar)’라는 용어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게임 모두
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겹침(layers)’이라는 용어는 ‘아바타 위에 얹히는 그래픽 대상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영역(graphics
regions)’이 아닌 ‘표시 영역(display regions)’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하나의 선행기술의 변형을 통해 청구된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obvious)면 하나의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게임 이용자가 게임상 아바타와 아이템 기능을 결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겜바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한다.

시사점

본 사안에서 특허권자인 GAT는 신규성 ‧ 진보성 부정으로 인한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자신의 특허 청구항에 대한 해석을 매우 좁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
신규성 ‧ 진보성 요건을 통과하는 데 유용할지 몰라도, 경쟁자의 기술을 공격할 힘은 그만큼 약해지고,
특히 본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해석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았다.
발명가가 발명을 착상하고 특허를 출원 ‧ 등록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신규성 ‧ 진보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만이 발명자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좁은 권리
범위의 특허는 경쟁자가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특허가 되어 특허
출원의 필요성까지 의심하게 한다. 신규성 부정을 위해서는 청구 발명과 선행 기술 사이에 엄격한
동일성이 필요하고, 진보성 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TSM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한다면 신규성 ‧ 진보성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의 특허 권리 범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청구항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심급

1 심 (특허심판원)
신청인

Activision Blizzard Inc
Riot Games, Inc.

항소인

Game and Technology Co., Ltd.

피신청인

Game and Technology Co., Ltd.

피항소인

Activision Blizzard Inc.
Riot Games, Inc.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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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연방특허항소법원)

법원

특허심판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IPR2016-01885

2018-1981

판결일자

2018년 3월 14일

2019년 6월 21일

판결결과

무효(진보성 부정)

인용(진보성 부정)

관련
지재권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Character Having Game Item Functions
(U.S. Patent No. 8,253,743 (이하 「'743 특허」))

참조법령

35 U.S.C. §103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상 아바타와 아이템 기능을 결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겜바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자명한 것인지 여부이다.

Ⅱ. 판시 사항

USA

1. ‘합리적인 최광의 해석’상 ‘겜바타(gamvatar)’라는 용어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게임
모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겹침(layers)’이라는 용어는 ‘아바타 위에 얹히는 그래픽 대상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영역(graphics regions)’이 아닌 ‘표시 영역(display regions)’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하나의 선행기술의 변형을 통해 청구된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obvious)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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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게임 이용자가 게임상 아바타와 아이템 기능을 결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겜바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비영리단체인 Game and Technology(이하 ‘GAT’)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그 기호에 맞게
게임상에서의 아바타에 아이템 기능(item functions)1)을 결합(layer)하여 겜바타(Gamvatar)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743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FIG. 5

1) ‘다른 게이머들을 공격‧방어하는 기능’ 또는 ‘사이버머니를 부과하는 기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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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겜바타와 540겜바타는 각각 430샵에서 산 옷을 입은 510아바타와 440샵에서
산 520아이템을 결합한 것이다. 530겜바타에는 510아바타가 드러나기는 하나,
뒤로 배치되어 있다. 510아바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20아이템을 착용할 수도,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2)

FIG. 5에서 보여지듯 '743 특허는 ‘아바타(Avatar) + 아이템(Item) = 겜바타(Gamvatar)’의

IP Insight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청구항들 중 대표적으로 독립항 1은 다음과 같다.
1. A method for generating a character associated with a character
generating system comprising a gamvatar provider, a gamvatar controller,
and a game server,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n avatar to a user accessing an avatar shop via 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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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atar comprising multiple layers for displaying avatar functions
or performing game item functions by using the respective layers;
and combining each of a plurality of game item functions with
the avatar by adding the respective layers to the avatar to create a
gamvatar associated with the plurality of the game item functions,
wherein the gamvatar is configured to be used to perform the
plurality of the game item functions and each of the plurality of game
item functions being combined with the respective layers is exhausted
in response to detection of each time of using the each of the plurality
of game item functions associated with playing a game provided by
the game server.
2015년 GAT는 Activision Blizzard, Inc.을 상대로 당해 회사의 유명 게임인 World of
Warcraft에 그들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게임 League of Legends의 제작사인 Riot Games, Inc.을 상대로도 별도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ctivision Blizzard, Inc.과 Riot Games, Inc.(통틀어 이하 ‘Activision사’)은
GAT의 '743 특허 청구항 1~11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에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3)을
2) U.S. Patent No. 8,253,743, col 6, lines 33-44.
3) IPR은 2012년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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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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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petition)하였고, 4) PTAB는 그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은 PTAB 및 CAFC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되었다.
2018년 3월 PTAB는 '743 특허 청구항 1~11은 Activision사의 자회사인 Blizzard
Entertainment가 만든 게임인 ‘디아블로(Diablo) II의 사용자 매뉴얼’만으로 또는 그러한
매뉴얼과 2004년 8월 19일 제출된 미국 특허출원서(U.S. patent application) 2005/0127015

USA

A1(이하 ‘Rogers’)의 2005년 공개(publication)’5)를 결합(the combined teachings)하여 볼 때,
GAT의 당해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심결하였다.6) 이에 2018년 5월 GAT는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7)
참고로 Rogers는 게임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제작 가능한 아바타로 대변되는 당해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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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호적인 온라인 게임 및 즉각적인 메시지 교환 환경에 관한 특허이다.8) 중요한 것은
Rogers에서도 옷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게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꾸미는 데
있어 ‘그래픽 서브시스템 340(graphics sub-system 340)’을 사용한 겹침(layering) 기술을
교시한 점이다.9)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CAFC는 PTAB 심결을 인용하였다. 즉, GAT의 '743 특허 청구항 1~11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항소심에서 GAT는 크게 다음의 2가지 주장을 하였다.; (1)‘겜바타(gamvatar)’와
‘겹침(layers)’이라는 청구항 용어에 대해 PTAB는 ‘합리적인 최광의 해석(the broa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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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4) GAT는 Activision Blizzard, Inc 등을 상대로 자사의 또 다른 특허인 U.S. Patent No. 7,682,243(이하, ’243 특허) 침해소송을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ctivision Blizzard, Inc 등은 ’243 특허에 대해서도 IPR을
신청하였고, PTAB는 그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본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743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PTAB의 결정과 CAFC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을 보류하였다.
5) ‘Systems and Methods for a Role-Playing Game Having a Customizable Avatar and Differentiated Instant Messaging
Environment,”, J.A. 4570–605
6) Activision Blizzard, Inc. v. Game & Tech. Co., No. IPR2016-01885, 2018 WL 1358661, (P.T.A.B. Mar. 14, 2018).
7) 28 U.S.C. §1295(a)(4)(A)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8) J.A. 4570.
9) J.A. 45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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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interpretation, 이하 ‘BRI’)’ 10)보다 넓게 해석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11)

(2)Activision사의 ‘디아블로(Diablo II) 매뉴얼’만을 근거로 당해 방법 청구항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한 PTAB 심결은 타당치 않다.12)
이에 대해 CAFC는 각각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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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CAFC는 ‘겜바타’는 ‘웹사이트(예를 들어, Battle.net13))와
게임 모두에서 동시에(concurrently)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GAT의
주장을 배척하고, 발명의 설명(specification)과 청구항에 의해 뒷받침됨을 근거로, ‘겜바타’는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PTAB 심결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겹침(layers)’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도, CAFC는 ‘아바타 위에 얹히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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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픽 영역(graphics regions for displaying graphical objects)’으로
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GAT의 주장과 달리, ‘표시 영역(display regions)’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PTAB의 해석이 발명의 설명과 출원경과(file history)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택일적 접속사인 ‘또는(or)’과 함께 ‘포함하는(compris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청구항은 겹침을 위해 ‘표시(displaying)’와 ‘게임 기능 수행(performing game functions)’ 중
양자택일(alternatives)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GAT는 '1개의 선행 기술(a single reference)만으로는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14) Activision사의 디아블로 Ⅱ 매뉴얼이라는 1개의
선행 기술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한 PTAB 심결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CAFC는 동
법원의 2016년 Arendi v. Apple 선례 등을 참조하면서 하나의 선행기술의 변형을 통해 청구된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음이 자명하다(obvious)면 하나의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15)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CAFC는 디아블로 Ⅱ 매뉴얼은 ‘겜바타’와
‘겹침’이라는 제한조건(limitation)을 교시(teaching)한다는 PTAB 심결은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을 들어, PTAB의 진보성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0)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먼저 심사관은 청구항 및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출원인의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청구항 범위는 발명의 설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가장 넓게 해석하여(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 판단하여야 한다(MPEP §2111, Phi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16,
75 USPQ2d 1321, 1329 (Fed. Cir. 2005) 참조). 이해영, 「미국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제4판, 2012. 4.
11) Appellant’s Br. 18–22.
12) id. at 23–31.
13) Activision Blizzard, Inc.의 무료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이다.
14) Appellant’s Br. 23.
15) Arendi S.A.R.L. v. Apple Inc., 832 F.3d 1355, 1361 (Fed. Cir. 2016);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on & Co., 593
F.3d 1325, 1336–37 (Fed. Cir. 2010) (affirming an invalidity judgment where claims were held obvious over a sing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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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본 사안에서 CAFC는 당해 특허 청구항 용어 중 ‘겜바타’를 ‘아바타와 아이템을 결합한
것’으로, ‘겹침’을 ‘표시 영역’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선행기술인 경쟁자의 게임 사용 매뉴얼에
‘겜바타’와 ‘겹침’이 교시되어 있음을 들어, 당해 특허는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USA

2018년 10월 11일 발표된 미국 특허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라, 미국 PTAB의
IPR 절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은 BRI 기준에서 미국 법원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동일하게 Philips 해석 기준으로 변경되었다.16) 상기의 수정된 해석기준은 2018년 11월 13일
이후 신청된 IPR 절차에 적용17)되기에, 본 사안은 기존의 BRI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다.18)
BRI 기준은 미국 특허청의 특허 출원 심사 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다투는 PT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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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동 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를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갖는 통상의, 관습상의 의미(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로 해석하되,
발명자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세서 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이에 반해 CAFC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롯된 Phillips 해석 기준은 명세서
뿐만 아니라 출원경과, 기타 외부 증거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한다.
이렇다 보니 Phillips 해석기준은 청구범위를 BRI 해석 기준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더 좁게
해석하여 무효 심결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들19)도 있는 만큼, 만약 본 사안이
2018년 11월 13일 이후 청구되었더라면 GAT에 보다 유리한 PTAB 심결이 도출되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본 판결은 어떠한 하나의 선행기술을 변형하여 당해 청구
발명을 얻는 데 자명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하나의 선행기술로도 당해 특허의
자명성을 입증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미국 특허법 제103(b)조에 따른 ‘진보성(non-obviousness)’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발명이 속한 관련
16) P TAB에서의 IPR과 법원에서의 무효 소송 상 청구범위 해석 기준이 상이한 데 대해 비판이 있어왔다(박현석, “미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 미 법원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같아진다”, 2018. 10. 17).
17) AIA 제정에 따른 미국 특허법 개정 이후, PTAB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 심판(CBMR)에서 청구범위 해석 기준을 BRI 기준을 택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특허상표청,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Philips 기준 채택”, 「Issue & Focus on IP」 2018-20호, 2018. 10. 25).
18) 박현석, 위의 문헌.
19) 물론 두 해석 기준에 따라 청구범위가 달리 해석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무효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PTAB의 IPR 절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변경이 특허 무효 심결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향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위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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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에게 출원 시점에 자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발명가의 특허 출원일 전에 당업자가 아무리 많은 선행기술을 참고하더라도 당해
발명을 착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0) 신규성(novelty)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요소(element) 및
제한조건(limitation)이 단일의 선행기술에 의해 개시되는지(anticipated)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되는 반면, 진보성 판단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IP Insight

진보성 요건과 관련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21)은 1851년 미국 연방대법원 Hotchkiss v.
Greenwood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당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통상적 기술자의 성과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으로 진보성 요건에 대해 판시하였다. 이후 진보성 요건은 1952년 특허법 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22)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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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의 기본 구조인 상기의 Graham test를 제시하였다.
1982년 CAFC가 설립되었고, CAFC는 사후재구성(Hindsight Reconstruction)23) 방지를
위해 TSM test를 확립하였다. TSM은 Teaching(교시), Suggestion(시사), Motivation(유도)의
약칭으로, TSM test라 함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선행기술에 다수의 선행기술들을
조합(combination)하면 합리적으로 발명가의 청구발명을 구성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TSM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TSM test가 진보성 판단기준을 객관화한 장점은 있지만, TSM test의 경직된 적용으로 인해
선행기술에 대한 자명한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TSM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자, 연방대법원은 2007년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판결을 통해 선행기술의 결합에 대한 TSM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행기술의 수정이나 변용을 통한 당해 발명이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24)고 하여 상식(common sense)에 근거하여 보다

20) 당
 업자가 단일 또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개량 또는 변형 발명은 인류
기술의 진보(inventive step)를 가지고 오지 않으며, 이러한 자명한 발명에까지 특허의 금지권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당해
발명을 무료로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었을 공중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심영택, 「IP 실크로드 1」, ㈜이지펙스, 2016. 3., 654-655면).
21)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6. 8., 8-97면 참조.
22) Graham v. John Deere Co. of Kan. City, 383 U.S. 1, 17 (1966).
23) 발명가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지만, 일단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그 해결책이 일반인에게 자명하게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 자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1)공지의 방법에 따라 선행기술 요소들을 조합하여 예견 가능한 결과를 낳는 경우,
(2)공지된 한 요소를 다른 것으로 단순히 대체하여 예견 가능한 결과를 낳는 경우, (3)공지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장치(방법 또는 제품)를 개량한 경우, (4)개량하려는 공지의 장치(방법 또는 제품)에 공지의 기술을
적용하여 예견 가능한 결과를 낳는 경우, (5)성공에 관한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유한한 수의 예견가능한 해결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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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1996년 연방대법원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25)에서와 같이 미국 특허법 조문 본연의 해석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6)
미국 연방법원은 진보성 판단에 여전히 TSM test를 사용하지만, 설사 선행기술이 TSM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상식을 이용하여 선행기술들을 조합할 수 있다는 2007년
연방대법원 KSR 판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청구발명의 진보성을 보다 쉽게 부정할 수 있게

USA

되었고, 실제 이후 약 6개월 동안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 소송을 통한 등록 특허 무효율은
기존에 35%에서 80%까지 치솟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CAFC는 상식에 기초한 진보성
판단에 대해 인용 또는 증거로 채택된 선행기술의 범위 내에서만 상식을 고려하여야 한다27)고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을 통한 등록특허의 무효율은 다시
KSR 판결28)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의 진보성 판단은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판결 전으로 다시 회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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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시에 인용하였던 2016년 CAFC의 Arendi v. Apple 사건30)에서도 진보성 판단에서
상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다음의 3가지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둘 이상의 문헌을
조합하기 위한 알려진 동기(a known motivation to combine)로서 상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청구항의 누락된 요소(element)를 보완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다.31) 둘째, 다만 누락된
요소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상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다.32) 셋째, 상식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대상이 결합의 동기든 누락된 요소이든 ‘당업자의 상식으로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며, 서면 증거 등을 통해 구체적인 거절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33)

하나를 선택한 경우, (6)디자인 인센티브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 기술 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사항의 변형이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이 당업자가 보기에 예측 가능한 것일 경우의 6가지를 들고 있다.
25) Graham v. John Deere Co. of Kan. City, 383 U.S. 1, 17 (1966).
26)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4판, 홍문사, 2019. 3., 97면.;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27) Mintz v. Dietz & Watson, Inc., 679 F.3d 1372 (Fed. Cir. 2012).
28) 심영택, 앞의 문헌, 692-673면.
29) 위의 문헌, 693면.
30) 미국 특허법 제103(b)조에 따른 진보성 여부 판단 시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드물게도
1개의 인용 문헌을 제시하여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었다.
31) 청
 구항에 A요소와 B요소가 있고, 선행문헌 1에 A요소, 선행문헌 2에 B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선행문헌에 A요소와 B요소를
조합할 동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업자가 상식적으로 그 결합을 도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문헌 1에 A요소가 존재하지만 B요소를 포함하는 선행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상식만을 적용하여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주지한, “비자명성(NON-OBVIOUSNESS)에 의한 거절이유가 2% 부족할 때”, 2016. 10. 4).
32) 예를 들어, Perfect Web Technologies v. InfoUSA 사건에서처럼 청구항에 A,B,C,D 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중 누락된
요소인 D는 단순히 ‘A,B,C 단계를 반복하라’는 것일 경우 그 누락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누락된 요소가
‘청구 발명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plays a major role in the subject matter claimed)’하고 그 요소의 누락으로 인해
‘청구항 전체의 내용이 사실상 무색할 정도(the claims would be almost void of content)’인 경우, 예를 들어 Arendi
v. Apple 사건에서의 ‘검색’과 같은 요소가 부존재하는 부분은 상식으로 보완할 수 없다(주지한, “비자명성(NONOBVIOUSNESS)에 의한 거절이유가 2% 부족할 때”, 2016. 10. 4).
33) 위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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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특허권자인 GAT가 자신의 특허 청구항 해석을 좁게 주장하는 데 대해 괴상한
주장이라는 평가34)가 있었다. 신규성‧진보성 부정으로 인한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한
이유에서였을 것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 선행기술을 회피하는 데
유용할지 몰라도, 경쟁자의 기술을 공격할 힘은 그만큼 약해질뿐더러 특히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IP Insight

발명가가 발명을 착상하고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신규성‧진보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만이 발명자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좁은 권리 범위의 특허는 경쟁자가 이를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특허가 되어 특허 출원의 필요성까지 의심하게 한다. 신규성 부정을 위해서는 청구
발명과 선행 기술 사이에 엄격한 동일성이 필요하고, 진보성 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TSM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한다면 신규성‧진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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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면서도 최대한의 특허 권리 범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청구항 전략을 세워야 한다.35)
권리 범위는 발명가가 실제 착상한 발명이 아니라, 발명가를 대리하여 변리사가 청구항에
기재한 청구 발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34) Dennis Crouch, “Fed. Cir. Spots Weak Claim Construction Arguments”, patentlyo, 2019. 6. 21. (https://patentlyo.com/
patent/2019/06/spots-construction-arguments.html)
35) 심영택, 앞의 문헌, 698-699면. 다수의 독립항 및 종속항을 활용하는 전략 등을 이용하여 권리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되
신규성‧진보성 부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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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 완제품 제조 산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
- 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 v. Ford Global Technologies, LLC,
No. 2018-1613 (Fed. Cir. Jul 23, 2018) -

1. 문제된 디자인이 ‘기능적(functional)’이어서 당해 디자인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
2.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의 원칙(exhaustion and repair doctrine)’이 적용되어 당해 디자인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enforceable)한지 여부

판결요지

1. ‘완제품인 차량과 심미적으로 조화가 되는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디자인이 기능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능성이라 함은 기술적 기능성을
의미하고 상표법상 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Ford사의
당해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다.
2. 특허권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승인한 경우에만 매수인 및 후속 취득자에게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 원칙이 적용된다. 본 사안의 대체부품은 대체부품업체가 판매한 것으로,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권자에 의해 직접 판매된 것도 아니고, 그로부터 대체부품 판매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인 Ford사는 당해 디자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Ford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그 부품을 제조‧판매한 ABPA의 행위는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시사점

자동차, 프린터, 면도기 제조업체 등 향후 교체‧수리될 가능성이 있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당해 완제품의 개별 부품들에 대한 특허권 취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리 시 교체되는 부품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특허권은 실용 특허(utility patent)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도 포함되며, 오히려 실용 특허 보다
디자인 특허 취득이 보다 강력한 특허권자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심급
당사자

1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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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USA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2심 (연방특허항소법원)

원고

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

항소인

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

피고

Ford Global Technologies, LLC

피항소인

Ford Global Technologies, LLC

법원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2:15-cv-10137-LJM-PSW

2018-1613

판결일자

2018년 2월 23일

2019년 7월 23일

판결결과

기각 (특허 유효 및 행사 가능)

인용 (특허 유효 및 행사 가능)

관련
지재권

Exterior of Vehicle Hood
(U.S. Patent No. D489,299 (이하 「D’299 특허」))
Vehicle Head Lamp
(U.S. Patent No. D501,685 (이하 「D’685 특허」))

참조법령

35 U.S.C. §1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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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1)문제된 디자인이 ‘기능적(functional)’이어서 당해 디자인 특허권이
무효인지 여부 및 (2)‘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의 원칙(exhaustion and repair doctrine)’이
적용되어 당해 디자인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enforceable)한지 여부이다.

IP Insight

Ⅱ. 판시 사항
1. 상표법상 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 원칙의 적용 범위를 디자인 특허에까지
확장시킬 수 없다. 즉 소비자가 완제품과 심미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의 부품을 선호한다는
것만으로는 당해 부품 디자인이 기능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당해 디자인 특허권은 유효이다.
2. 설사 특허권자가 완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 및 후속 취득자가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판매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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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및 후행 취득자의 대체부품 판매는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의
원칙은 특허권자가 판매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BP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해 디자인 특허권은 유효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문제된 D’299 특허와 D’685 특허는 각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 Ford Global
Technologies, LLC(이하 ‘Ford사’) F-150 픽업트럭의 후드(hood)와 전조등(headlamps)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D’299 특허: F-150 트럭 후드 외관에 대한 장식적(ornamental)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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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685 특허: F-150 트럭 전조등 외관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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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유통 업체를 대표하는 비영리기업인 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이하 ‘ABPA’라 함)은 미시건주 동부 지방법원에 상기 특허권자인 Ford사를
상대로 두 특허는 무효이거나 또는 특허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ement)1)을 구하였다.
이 분쟁은 상기 두 디자인 특허 등2)을 침해한 ABPA 회원들3)의 대체부품(replacement
parts)4) 수입을 저지하고자, Ford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5)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ABPA는 ‘특허 소진 및
1) 특허 소송은 대체로 특허권자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또한 드물게는
특허침해혐의자가 연방지방법원에 먼저 특허 무효 또는 특허침해부존재 확인판결을 구함으로써 시작된다(28
U.S.C. § 1338(a)).;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11, 34면).
2) 백미러, 미등, 범퍼, 전조등, 라디에이터 그릴 등.
3) 특히 미국 내 교체부품 시장의 8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사를 상대로 하였다.
4) ‘부품’에는 정품예비부품(genuine spare parts/순정부품)과 대체부품(replacement parts/비순정부품)이 있다.
정품예비부품이라 함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 시 사용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나, 자동차 수리를 하여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 부담을 가진다. 이에 해외의 경우 인증
대체부품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한국의 인증 대체부품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자동차 부품 안전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KC 인증 마크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인
 증 대체부품은 Generic OEM과 OE Aftermarket으로 나뉜다. Generic OEM은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동일 제품에 대해 자사 브랜드를 표기한 부품으로 정품예비부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OE Aftermarket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브랜드와는 무관하게 호환 가능한 품질과 기능을 가진 부품을 의미한다. 인증 대체부품이 정품 예비부품에
비해 반드시 품질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수입차 수리, 애물단지가 돼버린 대체 부품 특약”, 2018. 5. 25(https://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812081&memberNo=30632401&vType=VERTICAL).
5) ITC는 독립적인 준사법 연방 기관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19 U.S.C. §1332(a)(b)(c)).
ITC는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는 경우, 즉 해당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판매되거나, 또는 수입
이후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그 물품이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 중에 있는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ITC에 제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제소장에 대한 ITC의 조사 개시 결정으로 그 절차가 시작되고,
증거개시, 심리 등을 거쳐 행정 판사의 예비 판정, ITC의 최종 판정, 그리고 ITC 최종 판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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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한 수리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IT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ject). 2007년 6월 ITC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Ford사
F-150 트럭의 전조등 등 7종류의 특허 받은 부품은 반드시 정품예비부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된 대체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같은 해 8월 관보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화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ABPA는 Ford사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상기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IP Insight

하지만 지방법원은 ABPA의 주장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sua sponte) ABPA의 주장을
기각(reject)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6)을 내렸다. 즉 당해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고
행사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ABPA는 연방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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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CAFC는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즉 대체 부품의 판매가 허용된다는 ABPA의 다음
2가지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Ford사 F-150 트럭의 후드 및 전조등에 관한 당해 두 디자인 특허는 기능적이기에
무효이다. 또는 (2)설사 그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 원칙에
따라, 그러한 부품이 포함된 F-150 트럭의 판매로 인해 당해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는
소진되었기에, 당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당해 디자인이 ‘기능적(functional)’이어서 그 특허권이 무효인지 여부
미국 특허법 제171(a)조는 “물품에 대한 새롭고(new), 독창적(original)이며,
장식적인(ornamental) 디자인을 창작한 자만이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는 디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디자인이 일부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primarily)’ 기능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ABPA는 소비자들은 완제품인 차량의 원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행사 여부에 따라 ITC 결정의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6) 약식판결은 당사자 간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법률상 판단만 남은 경우 법원이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 심리(변론)를 생략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판결 신청은 특별히 달리 규정된 바가
없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종료 후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첨부한다(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 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 절차 비교 분석(상표‧디자인)”, 2017. 12., 591면).
7) 28 U.S.C. §1295(a)(4)(A)에 따라 CAFC는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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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선호하기에, 차량과 심미적(aesthetically)으로 호환 가능성이 있는 당해 디자인에는
기능상 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CAFC는 소비자가 완제품과 통일성이 있는 특정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것만으로 그 디자인을 기능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8) ABPA는 당해
디자인이 기계적(mechanical) 또는 실용적(utilitarian)이기에 기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USA

아니라, Fors사의 F-150 트럭과 심미적(aesthetically)으로 일치하기에 기능적이라는 주장을
했을 뿐이고, 당해 디자인이 소비자에게의 심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을 기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자 ABPA는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 원칙을
특허법에도 원용(援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심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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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법상
‘심미적 기능성’ 원칙이라 함은 당사자들은 경쟁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중요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visually entrancing)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는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9) 올해 1월에 있었던
CAFC의 최근 판시10)를 예로 들면 관개(irrigation) 회사인 Rain Bird사는 구리 색의 플라스틱
튜브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러한 색상은 토양과 식물 사이에 놓은 위장
호스의 기능적 목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AFC는 ABPA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법상 원칙이 디자인에도
적용된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CAFC는 상표와 디자인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상표법과 특허법은 서로 다른 ‘목적’과 ‘준거법(governing law)’을 가지고 있다. 상표는 식별력
있는 기호에 대한 독점권(monopoly)을 부여하는 반면, 디자인 특허는 특정 미적인 것에 대한
배타적인(exclusive) 권리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둘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기간이다. 전자는
계속 갱신 가능한 영구적인 권리인 반면, 후자는 그 보호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ABPA 주장 각각에 대해서도 CAFC는 반박하였다. ‘해당 자물쇠에 딱 들어맞는
열쇠 날 모양에 대한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한 Best Lock Corp. 사건11)을 볼 때, 본
사안의 디자인 특허 또한 무효라는 ABPA 주장에 대해, CAFC는 본 사안은 Best Lock Corp.

8) Id.
9) Slip op. At 7 (citing Qualitex Co. v. Jacobson Prods. Co., 514 U.S. 159, 170 (1995) and Pub’ns Int’l, Ltd. v. Landoll,
Inc., 164 F.3d 337, 339 (7th Cir. 1998); 경쟁업체에서도 사용하여야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상표권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이론이다.
10) In re Rain Bird Corporation, No. 85044106 (January 3, 2019).
11) Best Lock Corp. v. Ilco Unican Corp., 94 F.3d 1563 (Fed. C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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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Best Lock Corp. 사건과 달리 Ford사는 해당
차량에 온전히 들어맞는 대체 가능한 전조등 및 후드 디자인들에 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보아, Best Lock Corp. 사건의 인용은 ABPA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BPA가 ‘장식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또는 오직 기능적인 것으로만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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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당해 디자인은 관심 사항(matter of concern)가 아니며, 장식성이 없다’는 In re
Webb 사건을 인용하며 본 사안의 당해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CAFC는 ABPA의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는 완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특정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ABPA의 이전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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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 원칙(exhaustion and repair doctrine)’이 적용되어,
당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unenforceable) 여부
ABPA는 당해 두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가 설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 원칙’에 따라, 그러한 부품이 포함된 F-150 트럭의 판매로 인해 당해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는 소진되었기에, 본인들의 대체부품 판매는 당해 디자인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2)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 원칙’이란 당해 특허 제품의 구매자 및 후속 취득자는
구매한 물품을 사용(use)하고 수리(repair)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CAFC는 이러한 ABP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AFC는 특허 소진
(exhaustion) 원칙은 오직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특허권자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
판매된 물품’에만 적용된다13)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본 사안은 특허권자가 아닌 ABPA
회원사들이 특허권자인 Ford사의 승인 없이14) 대체부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이 경우에는
Ford사의 부품 디자인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볼 수 없기에 Ford사는 그 디자인 특허권을
행사하여 ABP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Ford사가 완제품인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소진의 원칙은 Ford사가 판매한 F-15 트럭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components)에만 적용될 뿐이라고 보았다.
ABPA는 또한 수리 가능(repair) 원칙15)에 따라 Ford사 트럭의 구매자들은 대체부품을
12) F
 ord사 또한 자사가 판매한 F-15 트럭의 일부분(part)으로 실제(actually) 판매된 특허 받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특허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인정하였다.
13) Id. at 12-13.
14) ABPA 회원들은 대체부품의 판매에 대해 Ford사의 승인을 받은 바 없다는 데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15)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reconstruction과 달리, 수리의 경우에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https://en.wikipedia.org/wiki/Doctrin
e_of_repair_and_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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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license)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CAFC는 특허받은 완제품을 수리할 이러한 권리는 또 다른 특허를 받은 그 구성 부품의 제조를
허용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F-15 트럭의 후드 및 전조등에 대한
디자인은 별개의 특허에 의해 보호되기에, F-15 트럭의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품을
제조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USA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자 ABPA는 디자인 특허의 ‘고유한 성질(unique nature)’을
고려할 때, 디자인 특허에는 특허 소진 원칙을 수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허법 제171조16)의 ‘제품(article of manufacture)’에는 완제품(F-150 트럭)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구성 부품(후드, 전조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완제품 또는
그 구성 부품 중 어느 하나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완제품 및 구성 부품에 대한 모든(totally)
디자인 특허를 소진시키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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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특허 소진 및 수리의 원칙이 디자인 특허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디자인 특허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수정된 법리를 개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Ⅴ. 시사점
미국에서는 디자인 또한 특허법으로 보호된다. 미국 특허법은 실용(utility) 특허,
디자인(design) 특허17), 식물(plant) 특허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디자인 특허는 물품에
적용된 장식적18)인 형상을 보호한다.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간 가장 핵심적이고 분명한
차이점은 기능성(functionality) 유무이다. 실용 특허는 기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반면,
디자인은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19)
당해 디자인이 장식적인지 여부, 즉 기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CAFC는 현재
‘primarily functional’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당해 디자인이 ‘주로’ 물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창작된 것이라면, 설사 그 기능이 또 다른 디자인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16) §171. Patents for designs
(a) In General -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b) Applicability of this Title - 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desig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c) Filing Date -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for design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specification as
prescribed by section 112 and any required drawings are filed.
17) 물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미국 특허법
제171(a)조).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용 특허에 대한 규정이 디자인 특허에도 적용된다(동법
제171(b)조).
18) 디자인이 특허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뿐만 아니라, 장식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9) 이기석, “너는 무슨 권리니? 저요 디자인”, 미국 특허 실무 통신,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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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디자인은 ‘기능적’이라고 인정되어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해 디자인이
‘오직’ 물품의 기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창작된 경우에만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soley
functional’ 기준20)에 비해, ‘primarily functional’ 기준은 디자인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에게는
보다 불리한 기준이다.21)
이에 반해 한국은 디자인22)을 디자인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기능성

IP Insight

존재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과 달리 ‘soley functional’ 기준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23)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24)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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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능성이라 함은 기술적 기능성을 의미하고 디자인 특허와
상표 간 목적, 준거법, 보호기간 등을 들어 상표법상 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을
의미하지 않음을 본 판례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완제품인 차량과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심미적 기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 실용적
기능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Ford사의 부품 디자인은 기능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완제품 제조업체가 그 개별 정품예비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디자인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체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부품 디자인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권자에 의해 실제 판매된 완제품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20) 미국 법원은 디자인 특허의 기능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primarily functional’ 기준과 ‘soley functional’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어왔다.
21) 당해 디자인이 주로 물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창작된 경우, ‘primarily functional’ 기준에 의해서는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soley functional’ 기준에 의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2) 한 국 디자인보호법([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3호, 2019.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3) 한 국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2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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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들(components)에 대해서는 특허 소진 및 수리 가능의 원칙이 적용되어 디자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부품 디자인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제3자가 대체부품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리하는 행위에는 상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부품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렇듯 본 판시는 문제되었던 자동차 제조업체25) 뿐만 아니라 향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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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가능성이 있는 완제품 제조업체, 예를 들어 제품 사용 기한 중 카트리지를 교환하여야
하는 프린트기, 면도날을 교체하여야 하는 면도기 제조업체 등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움에 있어 완제품에 대한 특허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에 대한 특허
취득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본 사안처럼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받아둔다면 경쟁업체의 대체부품 제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실시허락 계약, 특허침해소송
또는 자사의 정품예비부품 판매로 인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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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특허권은 실용 특허27)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도 포함되며, 오히려 실용 특허 보다
디자인 특허 취득이 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28) 실용 특허는 기술적 기능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반면 디자인 특허는 당해 부품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부여 가능하며, 또한 본 CAFC 판시에서와 같이 상표로서는
보호받지 못할 심미적 기능성을 설사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디자인 특허로
적절하게29)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0)

25) 미국 부품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체부품 제조업체 간 부품 시장 점유율
경쟁은 약 20년간 이어져왔다. 과거에는 자동차 딜러나 수리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취했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 보호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의 당사자였던 Ford사도 F-150 트럭의 부품에 대해 2001년부터 시작해 총 80여 건의
특허를 취득한 상태이다(이용하, “美 자동차부품 시장 수출 먹구름 조짐”, 2008. 8. 23).
26) 물론 부품에 대한 완제품 제조 기업의 디자인 특허 보호로 인해 보다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7) 한국 법체계상으로는 특허법상 특허권,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권이 이에 해당한다.
28) Rehan M. Safiullah and Rubén H. Muñoz, “United States: Federal Circuit Refuses To Create Separate
Exhaustion And Repair Rules For Design Patents”, 2019. 8. 1.
29) 실제 디자인권의 범위는 좁게 해석된다(이기석, 앞의 문헌).
30) 완제품과 미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품예비부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당해
부품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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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IA 특허에 대한 IPR 제도 적용의 위헌성 여부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Nos. 2018-1167,1168,1169 (Fed. Cir. Jul. 30, 2019)-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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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IPR 제도 도입 전 등록된 특허(pre-AIA 특허)에 대해 IPR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수용인지 여부

판결요지

1. pre-AIA 특허에 대해 IPR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다.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고,
IPR과 지난 40년 간 존재하였던 Reexamination은 잘못 등록된 특허를 정정하는 제도라는 ‘목적’과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청구항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고, 일부
형태상 차이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2. IPR 제도 도입 전 등록되었던 Celgene사의 ’501 특허 및 ’720 특허는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라는
PTAB 심결을 인용한다.

시사점

본 판결이 있은 후인 2019년 8월 CAFC는 Collabo Innovations 판결 및 Arthrex, Inc. 판결에서
pre-AIA 특허에 대해 IPR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Celgene사가 주장한 것처럼 IPR은 Reexamination과 달리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의견서 제출
절차(briefing), 구술 심리 절차(oral hearing) 등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항 정정 범위가 다르며,
준사법(adjudicative) 절차로 소송 절차와 유사하다는 차이점에 주목하는 경우, pre-AIA에는 IP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추후 본 판결에
대하여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rehearing en banc) 또는 대법원에 상고되어 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본 쟁점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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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

Celgene Corporation

특허심판원
IPR2015-01092, IPR2015-01096, IPR2015-01102,
IPR2015-01103
2017년 9월 8일
무효
(FWD-unpatentable/cancelled)

2심 (연방특허항소법원)
항소인

Celgene Corporation

Laura A. Peter, Deputy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eputy Director of the United
(intervenor)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참가인

연방특허항소법원
2018-1167, 2018-1168,
2018-1169, 2018-1171
2019년 7월 30일
인용

관련
지재권

Methods for delivering a drug to a patient while preventing the exposure of a foetus or other
contraindicated individual to the drug
(U.S. Patent 6,045,501 (이하 「’501 특허」))
Methods for delivering a drug to a patient while avoiding the occurrence of an adverse side
effect known or suspected of being caused by the drug
(U.S. Patent 6,315,720 (이하 「’720 특허」))

참조법령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35 U.S.C. §103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IPR 제도 도입 전 등록된 특허(이하 ‘pre-AIA 특허’)에 대해 IPR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에 위반되는 부당한 수용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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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 사항
1. pre-AIA 특허에 대한 IPR 소급 적용은 합헌이다.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고, IPR과 지난 40년 간 존재하였던 Reexamination는 잘못 등록된 특허를 정정하는
제도라는 ‘목적’과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청구항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고, 일부 형태상 차이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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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R 제도 도입 전 등록되었던 Celgene사의 ’501 특허1) 및 ’720 특허2)는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라는 PTAB 심결을 인용한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Celgene Corporation(이하 ‘Celgene사’)은 태아 또는 특정 약물이 금기된 이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물이 노출되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을 피하면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501 특허 및 ’720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헤지 펀드(hedge fund)가
설립한 조직인 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이하 ‘CFAD’)는 특허가 무효화됨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상기 두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에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3)을 신청(petition)하였다.4)

1) ’501 특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CAFC의 판단은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5, 9-17 참조.
2) ’720 특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CAFC의 판단은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5-8, 17-21 참조.
3) IPR은 2012년 Leahy 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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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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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내지 제1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4)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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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는 ’501 특허의 모든 청구항5) 및 ’720 특허의 1-9, 11-32 청구항6)이 자명하다
(obvious)는 이유로 무효라고 심결하였다.7) 이에 Celgene사는 연방특허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8) 하지만
CFAD가 이에 응하지 않아 특허법 제143조에 따라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PTO’)이 소송에 참가하였다.9)

IP Insight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CAFC는 Celgene사의 ’501 특허 및 ’720 특허는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라는 PTAB 심결을
인용함과 동시에,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IPR 제도가 도입되기 전 등록된 특허에 IPR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상 수용
조항(takings clause)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0)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항소심에서 Celgene사는 첫째, ’501 특허의 모든 청구항 및 ’720 특허의 1-9, 11-32
청구항의 진보성을 부정한 PTAB 심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함께 둘째, 공적인
사용(public use)을 위해 정당한 보상 없이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을 수용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5조11)를 들어, IPR 제도가 도입된 AIA의 발효일인 2012년 9월 16일 전에 제출된
5)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5; PTAB는 ’501 특허는 (1)R.J. Powell & J.M.M. Gardner-Medwin, Guideline
for the Clinical Use and Dispensing of Thalidomide, 70 Postgrad Med. J. 901–904 (1994) (Appeal No. 18-1171, J.A
324–25)(이하 ‘Powell’), (2) Allen A. Mitchell et al., A Pregnancy-Prevention Program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Receiving Isotretinoin, 333:2 New Eng. J. Med. 101–06 (July 13, 1995) (Appeal No. 18-1171, J.A. 328–33)(이하 ‘Mitchell’),
(3)Benjamin R. Dishman et al., Pharmacists’ Role in Clozapine Therapy at a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51 Am.
J. Hosp. Pharm. 899–901 (Apr. 1, 1994) (Appeal No. 18-1171, J.A. 334–36)(이하 ‘Dishman’)의 결합을 근거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심결하였다(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 v. Celgene Corp., No. IPR2015-01092, Paper 73, at 33
(P.T.A.B. Oct. 26, 2016)).
6)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7-8; CFAD는 ’720 특허에 대하여 3개의 IPR을 신청하였다. ’720 특허와 관련된
첫 번째 IPR에 대하여, PTAB는 (1)ThalomidTM(Thalidomide) Capsules Revised Package Insert (July 15, 1998) (Appeal
No. 18-1167, J.A. 411–32(이하 ‘Thalomid Package Insert’), (2)U.S. Patent No. 5,832,449 (Appeal No. 18-1167, J.A.
440–62)(이하 ‘Cunningham’), (3)Jerome B. Zeldis et al., S.T.E.P.S.TM: A Comprehensive Program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Access to Thalidomide, Clinical Therapeutics® 21:2, 319–30 (1999) (Appeal No. 18-1167, J.A. 491–502)(이하
‘Zeldis’) 및 그 밖의 선행 문헌들을 보아 자명하다고 판단하였다(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 v. Celgene Corp.,
No. IPR2015-01096, Paper 73 (P.T.A.B. Oct. 26, 2016)). 두 번째 IPR 신청에 대해서는, (1)Powell, (2)Dishman 및 다른
선행 문헌들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보았으며(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 v. Celgene Corp., No. IPR201501102, Paper 75 (P.T.A.B. Oct. 26, 2016)), 세 번째 IPR에 대해서는, (1)Mitchell, (2)Dishman 및 다른 선행 문헌들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심결하였다(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 VI, LLC v. Celgene Corp., No. IPR2015-01103, Paper 76 (P.T.A.B.
Oct. 26, 2016)).
7)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3.
8) CAFC는 28 U.S.C. §1295(a)(4)(A)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9)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8.
10)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 이 글에서는 IPR 제도를 pre-AI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1) 수정헌법 제5조 -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쟁 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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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하여 IPR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당시의 투자에 기반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를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하는 행위로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12)
반면 PTO는 첫째, Celgene사의 특허가 PTAB의 IPR 제도를 통해 무효로 심결될 경우,
Celgene사는 애초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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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재산권이 수용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하였다.13) 둘째, IPR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Ex Parte Reexamination 또는 Inter Partes Reexamination과 같이
PTO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는 Reexamination이 존재하였음에 비추어,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지방법원이나 PTO에 의해 재심사(reconsideration)되거나 나아가 그
등록이 취소(cancellation)될 가능성이 있음을 Celgene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14) IPR
제도의 도입은 단지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eding)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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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실체적 권리(substantive rights)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CAFC는 pre-AIA 특허에 대해 IPR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수용(taking)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급 적용의 결과(effect) 및 IPR과
AIA 제정 이전 존재하던 특허 유효성 재검토 제도(pre-AIA review mechanisms) 간 차이가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하는 수용에 해당될 정도로 실질적으로(substantively) 또는
절차적으로(procedurally) 상당한(significantly) 차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5)
그러면서 IPR과 종전부터 존재하던 Reexamination 간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2019년
연방대법원 Return Mail 판결16)에서 언급되었듯 이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vested right)를
부여하지 않는 형태(form)의 차이일 뿐,17) 두 제도 간 목적 및 실질적인 내용(substance)에서의
유사성을 넘어서는 정도로 다르다고 볼 수 없기에, 수정헌법 제5조18)상 수용 조항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안 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IPR 제도의 발명법 이전 특허에 소급적용 허용”, 「지식재산동향」, 2019-34권호, 2019. 8. 22.; https://
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999).
12)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6.
13)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6.
14)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6-27.
15)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7.
16)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 139 S. Ct. 1853, 1860 (2019).
17)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3.
18) 유효한 특허권은 사적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 이견이 없으나, IPR 제도를 통해 특허를 무효화하는

81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19)
문제된 Celgene사의 ’501 특허는 1998년 출원되어 2000년 등록되었고, ’720 특허는
2000년 출원되어 2001년 등록되었다.20) 상기 두 특허가 출원될 때부터 이미 PTO가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Ex Parte Reexamination21)이 존재하고 있었고, 1999년부터는
Inter Parte Reexamination22)이 존재하였었었다.23) 즉 이러한 사정을 보아 Inter P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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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ation을 대체하는 IPR이 도입24)되기 전에도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고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PTO, PTAB에 의해 재검토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CAFC는 주목하였다.25)
CAFC는 IPR과 Reexamination은 (1)신청 사유,26) (2)입증 정도,27) (3)청구항 해석 기준28)
(4)절차 개시 재량권자29) 측면에서 유사하고, 2016년 대법원 Cuzzo 판결30)에서 언급하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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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행정적으로 부여된 특허에 대해 재검토(second look)하는 제도라는 목적이
동일하다31)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므로, IPR과 Reexamination는 동일한 제도(same thing)에
대해 형태(form)만 달리한 것32)으로 판단하였다.

것인 수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6).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의 규제가 사적 재산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용된다.
19)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7-28, 36.
20)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8.
21) 1981년 7월 1일자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2) ‘Ex parte’는 라틴어로, ‘from (by or for) a party’를 의미하며,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또는 나머지 당사자의
의견 없이 일방 당사자만에 의해 제기된 절차를 말한다. ‘Inter Partes’ 역시 라틴어로 ‘between parties’를 의미한다(“Inter
Partes Review (IPR)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Cuozzo v. Lee”, 2016. 7. 16).
23)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8-29.
24)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No. 112-29, § 6, 125 Stat. 284, 299–313 (2011) (codified as amended
at 35 U.S.C. §§ 311–19 (2012)).
25)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29.
26)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0.; 두 제도 모두 선행 특허‧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그
신청 사유로 한다.
27)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0.; 두 제도 모두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제출하면 된다고 본다.
28)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0-31.; 두 제도 모두 최광의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에 따라 청구항을 해석하였다. 물론 2018년 10월 11일 시행된 USPTO 시행규칙(Federal Register)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신청되는 IPR에서는 PTAB가 문제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 및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Philips 기준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평가되기에 이러한 변경이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하는 부당한 수용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1, 각주 16).
29)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1.; 특허심판원장(IPR의 경우) 또는 특허청장(Reexamination의 경우)는 IPR
또는 Reexamination을 개시할 재량권을 가지고(각각 35 U.S.C. §§ 303(a), 314(a)),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각각 35 U.S.C. §§ 303(c), 314(d)).
30) Cuozzo Speed Techs., LLC v. Lee, 136 S. Ct. 2144 (2016).
31)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2.
32) C
 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2-33.;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 139 S.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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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gene사가 주장하듯 Reexamination과 달리 IPR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의견서 제출 절차(briefing), 구술 심리 절차(oral hearing)을 가지는33) 준사법 절차의
성질(adjudicatory in nature)34)을 가진다는 점에서, Reexamination와 IPR 간의 그러한
절차상 차이들(procedural differences)이 실질적인 권리상 차이를 유발하지 않기에35)
특허권자가 지난 40년 간 가지고 있던 인식, 즉 특허가 PTO 등에 의해 재심사되고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expectation)을 하는 것을 방해치 않는다고 보았다.36)

USA

또한 IPR 제도가 특허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Celgene사의 주장에 대해 CAFC는 IPR
제도에서에 비해 종전의 Reexamination에서 당해 특허가 유효하다고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Celgene사는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37)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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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제약업계의 경쟁업체가 아닌 헤지펀드가 조직한 시민단체인 CFAD가 제약회사인
Celgene사를 상대로 IPR을 신청한 사안이다. 실제 IPR 신청 시 관납료 및 신청 대리인 비용
등 IPR 진행 비용38)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가 Celgene사 뿐만 아니라 Biogen,
Acorda, Pharmacyclics 등 거대 제약 회사를 상대로 특히나 고가의약품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IPR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미국제약협회(PhRMA) 등을 비롯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IPR 대상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39)
헤지펀드는 IPR 신청의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고가 의약품 관련 특허 무효를 통해 약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약 회사의 주가가 그 핵심 제품에 대한
특허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IPR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IPR 신청을 통해 해당 제약 회사의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해당 주식을 공매도(short-selling)하여 수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40)
1853, 1860 (2019).
33)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3.
34)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 139 S. Ct. 1860 (2019).
35) Denver & Rio Grande W. R.R. Co. v. Bhd. of R.R. Trainmen, 387 U.S. 556, 563 (1967)(quoting Ex parte Collett,
337 U.S. 55, 71 (1949)).
36)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3-34.
37)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4.
38) IPR 신청인이 특허청에 지급하는 관납료로 약 2천 5백만원, IPR 절차 진행 대리인 비용으로 약 5~10억원이
소요된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Hedge Fund에서 바이오특허 및 의약특허의 무효도전 IPR 신청”, 2015. 8. 3).
39) 실제로 2017년 2월 CFAD가 Pfizer의 자회사인 Anacor Pharmaceuticals를 상대로 신청한 IPR 절차에서 PTAB는 문제된
2건의 특허 모두 진보성 흠결로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위의 문헌).; 개정 관련 찬반 논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혜정, 곽충목, “미국 발명법 시행 이후의 미국 특허무효심판 동향 및 시사점”, 「Issue & Focus」, 9면.
40) 김혜정, 곽충목, 위의 문헌, 9-10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위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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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판결에서 문제된 특허가 AIA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IPR 제도가 도입되기
전 출원‧등록된 특허였기에, 그러한 소급 적용이 수정헌법 제5조을 위반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CAFC는 IPR이 대체한 종전의 Inter
Parte Reexamination(IPX) 간 차이점에 주목하여 IPR 제도의 소급 적용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판시에서 언급한 차이점을 포함한 IPR 및 IPX 간 비교는 다음 표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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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목적

IPX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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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실제 이해관계인
(a real party interest)

익명 신청 가능 여부

불가

불가

신청 기간

등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Past-Grant Review 종료일 중 늦은 날 이후

등록일 이후 언제든지

(1)신청인이 법원에 특허 무효 확인(Declaratory
Judgement)을 청구하기 전 및
신청 제한

개시 기준

신청 사유

(2)신청인, 실제 이해관계인(real party in
interest), 신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privy of the petitioner)가 특허침해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적어도 1개의 청구항이 무효가 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RLS)

-

* 2011. 9. 16. 전까지: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경우(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SNQP)
* 2011. 9. 16. 이후부터:
신청인이 우세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선행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진보성 결여 선행 특허 ‧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 ‧ 진보성 결여

청구항 정정 범위

1회의 정정 기회 있음(35 U.S.C. §316(d))
- 신규 사항 추가 금지 및 권리 범위 확대 불가

권리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청구항 추가 및 정정 가능

청구항 해석 기준

Phillips 해석기준 42)

최광의 합리적 해석 기준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 43)

금반언 44)

적용
(* Issues raised or reasonably could have
been raised by the petitioner : PTO, district
court, and ITC
* PTAB의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이 난 후 45))

적용
(* Issues raised or could have been raised
* 재심 결정이 최종 확정된 후)

41) 이해영, 「미국 특허법」, 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4. 25.; “미국 심판원(PTAB) 동향”, 「2019 IP Trend」 국제
지재권분쟁동향 1분기 보고서, 2019, 48면.; 김혜정 ‧ 곽충목, 위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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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PTO)의 재심사부
(Central Reexamination Unit, CRU)의
심사관(examiner)

처리 기간

1년의 법정기간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46)

대개 3~5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처리(special
dispatch)) 47)

입증 책임

신청인
(35 U.S.C. §316(e))

PTO

입증 정도

우세한 증거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우세한 증거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있음
(선서서(affidavit) 또는 선언서(declaration)를
제출하는 증인에 관한 선서증언(deposition)
및 정의 실현(interest of justice)상 달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거 수집으로 제한적 허용)

없음

의견서제출
(briefing)

있음

없음

구술심리 신청
(oral hearing)

가능

불가

합의에 의한 절차
종료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불복 절차

CAFC에 항소

BPAI에 심판 제기
→ CAFC에 항소

관납비

USD 27,200(청구항 개수가 1~20개) + α

USD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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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PTAB)의
3인의 특허 판사

USA

판단 기관

42)43)44)45)46)47)

42) 종전에는 Reexamination처럼 IPR 절차에서의 PTAB의 청구항 해석에 있어 BRI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10월
11일 시행된 USPTO 시행규칙(Federal Register)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신청되는 IPR에서는 PTAB가 문제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 및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Philips 기준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Philips 기준은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16, 75USPQ2d 1321, 1329 (Fed. Cir. 2005) 판결에서
비롯된 기준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를 관련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발명자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세서 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 발명자는 청구항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명세서 뿐만
아니라 출원경과, 기타 외부채택 증거 등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같은 선행
자료를 가지고도 Philips 기준을 사용할 때가 BRI 기준을 사용할 때 보다 당해 청구항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낮아 하지만
이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이러한 변경이 본 사안에서 주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하는 부당한 수용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1, 각주 16).
43) BRI 기준은 특허 청구항 해석 시 해당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44) 절
 차 중 제시되거나 제시될 수 있었던 사항을 근거로 재심사에서 살아남은 청구항에 대해 추후 PTO, 법원, ITC에서 다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다.
45) 종전보다 금반언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금반언이란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이 난 재심 절차 동안 신청인이
제기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를 기초로, 신청인은 PTO 절차(IPR, PGR, EPR)를 청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이나 ITC 절차에서 이를 기초로 당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6) AIA §316(a)(11).
47) 37 CFR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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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Celgene사가 주장한 것처럼48) IPR은 Reexamination과 달리 증거개시
절차(discovery), 의견서 제출 절차(briefing), 구술 심리 절차(oral hearing) 등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항 정정 범위가 다르며, 준사법(adjudicative) 절차로 소송 절차와 유사하다는
차이점에 주목하는 경우, pre-AIA에는 IP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판단할 여지도 있어49) 추후 본 판결에 대하여 CAFC를 구성하는 일반 판사(active
judge)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재심리(rehearing en banc)50) 또는 대법원에

IP Insight

상고(certiorari)51)되어 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52)
특허권자인 Celgene사도 이러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타 제약회사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우세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53)도 존재한다. IPR 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2018년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에서도 수용 조항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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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던 데다,54) 본 판결이 있은 후인 2019년 8월 5일 CAFC는 Collabo Innovations 판결55),
같은 달 20일 Arthrex, Inc. 판결56)에서 pre-AIA 특허에 대해 IPR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판시한 바 있었던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하기에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48) Celgene Corporation v. Laura A. Peter, at 30.; Appellant’s Br. 47.
49) 권영선, “IPR 제도가 PRE-AIA 특허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 2019. 8. 1.
50) 연방순회실무규칙(Fed. Cir. R.) 제35조에 따라 당사자가 CAFC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하면, 전원합의체 재심리
여부는 상당한 이유(appropriate reason)가 있는 경우 CAFC의 모든 일반 판사 중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다. 이때
상당한 이유는 지극히 중요성을 가진 법적 문제가 개입된 경우, 당해 법원 판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송현정,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11. 18, 283-285면).
51)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송현정, 위의 문헌, 286면).
52) Jonathan Bachand & William O. Adams, “What Celgene Corp. v. Peter Means For Biosimilar Developers”,
Knobbe Martens, 2019. 9. 10.
53) Jonathan Bachand & William O. Adams, “What Celgene Corp. v. Peter Means For Biosimilar Developers”, Knobbe
Martens, 2019. 9. 10.; 그리고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상 수용 조항을
근거로 IPR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54) Oil States v. Greene’s, 138 S. Ct. 1365, 1379 (2018).; We emphasize the narrowness of our holding. We address
the constitutionality of inter partes review only. . . . Moreover, we address only the precise constitutional
challenges that Oil States raised here. Oil States does not challenge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inter partes
review, even though that procedure was not in place when its patent issued. Nor has Oil States raised a
due process challenge. Finally, our decision should not be misconstrued as suggesting that Patents are not
property for purposes of the Due Process Clause or the Takings Clause.
55) Collabo Innovations, Inc. v. Sony Corporation, No. 18-1368 (Fed. Cir. 2019).
56) Arthrex, Inc. v. Smith & Nephew, Inc., 2018-1584 (Fed. Cir. August 21, 2019) at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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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진보성 거절 시 대응 전략
-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Nos. 2018-2029, 2018-2030 (Fed. Cir. Sep. 26, 2019)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상 희 박사

문제된 선행 디자인이 주요 선행 문헌(primary reference)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시사점

디자인특허에 대한 특허법 제103조상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건은 청구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평균적인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의 특징들을 결합하여 청구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외관(same overall visual appearance)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명한(obvious) 것인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구된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basically the same)을 가진 단일의 주된
선행 문헌을 선정하여야 한다. 주된 선행 문헌은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주된 선행 문헌을
찾기 위해 특허청 또는 법원은 (1)전체적으로 청구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시각적 인상(correct
visual impression)을 구분하고, (2)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가지는 단일의 선행 문헌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된 선행 문헌이 선정되지 않으면 진보성 분석을 멈추고, 당해 청구
디자인을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판결은 디자인특허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선행
기술은 청구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characteristics) 또는 시각적 인상(visual impression)을 가지지
않아 주된 선행문헌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그러한 거절 결정에 대한 유용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개의 문헌을 결합하여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러한 전략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심급

1심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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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문제된 Gamon사 디자인은 곡선으로 구부러진 상단, 캔을 잡아두는 직사각형 모양의 2개의 멈추개,
원통형 제품을 도시한다.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는 원통형 물체인 캔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isplay area에 놓여질 원통형 물체를 잡아두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명확함을 들어, Linz사의 특허는
주요 선행 문헌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진보성 여부 판단을 위해 PTAB 심결을 파기 환송한다.
2.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 디자인은 ‘이중(dual)’ dispensing area와 ‘보다 높은(taller)’ abel area를
도시하고 있어 주요 선행 문헌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PTAB 심결은 인용한다.

당사자

USA

쟁점

2심 (연방특허항소법원)

신청인

Campbell Soup Company, Campbell
Sales Company,
Trinity Manufacturing, LLC

항소인

좌동

피신청인

Gamon Plus, INC.

피항소인

좌동

법원

특허심판원

연방특허항소법원

사건번호

IPR2017-00091, IPR2017-00094

2018-2029, 2018-2030

판결일자

2018년 4월 11일

2019년 9월 26일

판결결과

유효 (진보성 인정)

일부 파기 환송, 일부 인용

관련
지재권

Gravity feed dispenser display
(U.S. Patent D612,646 (이하 「’646 디자인특허」; D621,645 (이하 「’645 디자인특허」))

참조법령

35 U.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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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해당 선행 디자인이 주요 선행 문헌(primary prior art references)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 사항

IP Insight

1. 디자인특허에 대한 진보성 판단 분석의 전제가 되는 주된 선행 문헌을 찾기 위해,
(1)전체적으로 청구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시각적 인상(correct visual impression)을
구분하고, (2)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가지는 단일의 선행 문헌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된 선행 문헌이 선정되지 않으면 진보성 분석을 멈추고, 당해 청구
디자인을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2. PTAB 심결 중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가 주요 선행 문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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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고,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을
주요 선행 문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Gamon Plus, Inc.(이하 ‘Gamon사’)은 ’646 및 ’645 디자인 특허권자이다. 두 디자인특허는
중력 공급 캔 디스펜서(gravity feed dispenser)에 관한 것이다. 캔 수프를 제조‧판매하는
Campbell Soup Company 및 Campbell Sales Company(이하 ‘Campbell사’)는 상기
디자인특허로 보호되는 Gamon사의 디스펜서를 3,300만 달러에 구매하여 2002년부터
2008년경까지 사용하였다. Campbell사는 Gamon사의 디스펜서가 스프 판매 증가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2008년 말 Campbell사는 Gamon사의 디스펜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Trinity Manufacturing, LLC(이하 ‘Trinity사’)의 디스펜서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Gamon사는 Campbell사 및 Trinity사(통틀어 이하 ‘Campbell사 등’)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Campbell사 등은 Linz사의 U.S. Patent No. D405,622(이하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와 Samways사의 G.B.1) Patent Application No.2,303,624(이하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라는 선행 문헌에 비추어, 당해 두 디자인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에

1) 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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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2)을 신청(petition)하였고,3) PTAB는 그
절차를 개시하였다.
PTAB는 Gamon사의 상기 두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선행기술로 주장되었던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와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 모두
주요 선행 문헌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4) 이에 Campbell사 등은 연방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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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5)

Ⅳ.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CAFC 다수의견6)은 PTAB 심결 중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에 근거하여 문제된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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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고,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에 근거하여
문제된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였다.7) 즉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는
주요 선행 문헌이 될 수 있으나,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은 주요 선행 문헌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래 두 그림은 본 사안에서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Gamon사의 ’646 및 ’645
디자인특허이다.

2) IPR은 2012년 Leahy 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 제정으로 인한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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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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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이해영 외 2인, “미국 개정특허법(AIA)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12., 129-152면.
3) C
 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4; .GAT는 Activision Blizzard, Inc 등을 상대로 자사의 또 다른 특허인
U.S. Patent No. 7,682,243(이하, ’243 특허) 침해소송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ctivision
Blizzard, Inc 등은 ’243 특허에 대해서도 IPR을 신청하였고, PTAB는 그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본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743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PTAB의 심결과 CAFC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을 보류하였다.
4)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6.
5)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2, 6.; CAFC는 28 U.S.C. §1295(a)(4)(A)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6) Prost, Sharon 판사 및 Moore, Kimberly A. 판사는 다수의견, Newman, Pauline 판사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7)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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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on사의 ’646 디자인특허 도면]

[Gamon사의 ’645 디자인특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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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면에서 실선은 청구된 디자인이고, 점선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참고도일 뿐 청구
범위가 아니다. 실선 부분만 표시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8) 왼쪽의 ’646 디자인특허는 경계선이
없어서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곡선으로 구부러진 상단 부분, 캔을
잡아두는 직사각형 모양의 2개의 멈추개(stops), 원통형 물체(cylindrical object)가 도시되어
있다.9) 오른쪽의 ’645 디자인특허는 캔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 멈추개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646 디자인특허와 동일하다.10)
[Gamon사의 ’646 디자인특허 청구범위]

[Gamon사의 ’645 디자인특허 청구범위]

8) Dennis Crouch, “Design Patent Obviousness: How to Pick a Primary Reference”, Patently O, 2019. 12. 26.;
https://patentlyo.com/patent/2019/09/obviousness-primary-reference.html
9)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3-4.
10)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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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3조11)상 디자인특허의 진보성 판단 시, CAFC는 청구 디자인 관련 분야의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의 특징들을 결합하여 청구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외관(same overall visual appearance)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명한지(obvious)
여부를 검토한다.12) 이러한 검토에 선행하여 첫 번째로, 청구된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basically the same)을 가진 단일의 주된 선행 문헌(primary reference)을 찾아야
한다.13) 주된 선행 문헌이 찾아지면,14) 두 번째로 청구 디자인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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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만들기 위해 주된 선행 문헌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조 선행 문헌(secondary
reference)를 찾아야 한다.15)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 도면]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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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선행 문헌으로 위 그림의 왼쪽에 위치한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와
오른쪽에 위치한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이 제시되었다.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는
디스펜서의 밑 부분과 위로 구부러진 모양의 멈추개가 양 쪽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dispensing
area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label area가 위치해 있는 중력 공급 디스펜서로 도시되어
있다.16) Samways사의 ’624 출원은 두 개로 나누어진 괄호(bracket) 모양의 멈추개로
11) 특허법 제103조 및 Graham v. John Deere 판결에서 요구한 Graham factors가 그 판단 기준이 되고,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0, 103 (Fed. Cir. 1996) 및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678 F.3d 1314, 1329 (Fed. Cir. 2012)에서 제시된 기준이 결정적인 판단 도구가 된다(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
12)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678 F.3d 1314, 1329 (Fed. Cir. 2012).
13)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3 (Fed. Cir. 1996); In re Rosen, 673 F.2d 388 (CCPA 1982).
14) 주된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보성 분석은 멈추고 청구 디자인은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된다(안원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2016. 6, 121면).
15)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
16) Linz shows a gravity feed dispenser display having a label area recessed from a dispensing area bound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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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dispensing area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label area가 있는 중력 공급 디스펜서로
도시되었다.17)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 및 Samways사의 ’624 출원 모두 공급되는 물체인
캔에 대해서는 도시하여 두지 않았다.
우선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와 관련하여, 원통형 물체인 캔을 공개하지 않았고 가상의
캔(hypothetical can)을 추가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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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행 문헌이 될 수 없다고 한 PTAB 심결과 달리, CAFC는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는
display area에 놓여질 원통형 물체를 잡아두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명확함을 들어,
Linz사의 특허는 주요 선행 문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8) 설사 PTAB 심결처럼 캔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유사성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아주
미미한 차이(ever-so-slight differences)에 불과하여 Linz사의 ’622 디자인은 청구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CAFC는 PTAB가 법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적용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실질적인 증거가 결여된 심결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19)
반면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과 관련하여서는, CAFC는 동 출원이 주요 선행 문헌이
아니라는 PTAB 심결을 인용하였다.20)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은 dispensing area가
‘이중(dual)’으로 되어 있고, label area가 두 개의 dispensing area의 너비만큼 넓어지고 청구
디자인보다 label area와 원통형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아 ‘보다 높은(taller)’ label area로
구성되어 있음을 그 근거로 삼았다.21)
반대 의견을 낸 Newman 판사는 원통형 물체가 청구된 디자인의 주요 디자인 요소(major
design component)라고 판단하며, 주요 선행 문헌은 캔을 도시(show)하여야 한다고

either side by stops formed by the bottom of the dispenser, curved upward.
17) Samways shows and claims a gravity feed dispenser with a label area recessed from a bifurcated dual
dispensing area, the dispensing area further defined by bracket shaped stops.
18)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가 주요 선행 문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너무
빈약하게 판시하였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Dennis Crouch, “Design Patent Obviousness: How to Pick a Primary
Reference”, Patently O, 2019. 12. 26.; https://patentlyo.com/patent/2019/09/obviousness-primary-reference.html).
19) C
 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10.; .하지만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Fed. Cir. 1996)
판결 및 디자인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다른 선례들을 참고하여 본 사안을 분석하였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견해(Dennis
Crouch, “Design Patent Obviousness: How to Pick a Primary Reference”, Patently O, 2019. 12. 26.; https://
patentlyo.com/patent/2019/09/obviousness-primary-reference.html)도 있다.
20)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10-11.
21) 하지만 이에 대해 청구된 디자인특허 대상 디스펜서도 옆으로 나란히 정렬되면, Samways사의 ’624 영국 출원과 같은
이중 디스펜서(double-dispenser)처럼 보일 것이고, 청구 디자인 도면에 label의 높이height)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이중의(dual)’ dispensing area와 ‘보다 높은(taller)’ dispensing area를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Dennis Crouch, “Design Patent Obviousness: How to Pick a Primary Reference”, Patently O, 2019.
12. 26.; https://patentlyo.com/patent/2019/09/obviousness-primary-reference.html)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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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즉 다수 의견과 달리 PTAB가 심결한 바와 같이 Linz사의 ’622 디자인특허 또한
주요 선행 문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Ⅴ. 시사점
실용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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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야 한다.22) CAFC는 진보성은 (1)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 (2)선행기술과 청구 발명의
차이, (3)당업자의 수준, (4)시장반응 고려 사항이라는 사실관계 확정(Graham test)을 기초로
한 법적 판단의 문제로 보고 있다.23)
디자인특허에 대한 특허법 제103조상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건은 청구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평균적인 디자이너가24) 선행 디자인의 특징들을 결합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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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외관(same overall visual appearance)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명한(obvious) 것인지 여부이다.25)
이를 위해 우선, 청구된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basically the same)을 가진 단일의
주된 선행 문헌을 선정하여야 한다.26) 주된 선행 문헌은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주된 선행 문헌을 찾기 위해 특허청 또는 법원은 (1)전체적으로 청구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시각적 인상(correct visual impression)을 구분하고, (2)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가지는 단일의 선행 문헌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27)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된 선행 문헌이 선정되지 않으면 진보성 분석을 멈추고, 당해 청구
디자인을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28) 만약 주된 선행 문헌이 선정되면,29) 그 다음으로 주된
선행 문헌을 수정하여 청구 디자인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조 선행 문헌(secondary reference)를 찾아야 한다.30)

22)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Trade Dress and Design Law, Wolters Kluwer, 2010, p.335.; 미국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디자인 특성에 대한 고찰 없이 행정적‧정치적 편의상 실용 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Mark D. Janis &
Jason J. Du Mont, “The Origins of American Design Patent Protection,” Indiana Law Journal, Vol.88(2013)).; 안원모,
위의 문헌, 117면.
23)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s. Inc., 876 F.3d 1350, 1358 (Fed. Cir. 2017).;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966)에 따른 Graham factors라고 한다.;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
24)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0, 103 (Fed. Cir. 1996).
25)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678 F.3d 1314, 1329 (Fed. Cir. 2012).
26)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3 (Fed. Cir. 1996); In re Rosen, 673 F.2d 388 (CCPA 1982).
27)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3.;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
28) 안원모, 위의 문헌, 117면.
29) 주된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보성 분석은 멈추고 청구 디자인은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된다(안원모, 위의 문헌, 121면).
30)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101 F.3d 103.; Campbell Soup Company v. Gamon Plus, Inc.,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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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선행 문헌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은 청구 디자인 특정이다.
청구 디자인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구체적 표현으로 특정하는 경우 주된
선행문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추상적 표현으로 특정하는 경우 주된
선행문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넓어진다. 본 사안에서도 청구된 디자인의 특징을 원통형
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순간, 원통형 물체를 도시화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원통형
물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된 선행문헌으로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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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가 적어져 자명하지 않은 발명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이러한 경우
권리범위가 좁아져 경쟁자들이 우회‧회피하는 데 대해 침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보조 선행 문헌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관련된(so related)’ 자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주된 선행 문헌을 수정하기 위해 보조 선행 문헌으로부터 당해 디자인의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특징을 빌려오는 동기를 가질 정도로 보조 선행 문헌이 주된 자료와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이
보조 선행 문헌 선정의 기준이 된다.31)
본 판결은 디자인특허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선행 기술은 청구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characteristics) 또는 시각적
인상(visual impression)을 가지지 않아 주된 선행문헌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그러한
거절 결정에 대한 유용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개의 문헌을 결합하여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러한 전략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32)

31) 안원모, 위의 문헌, 123면.
32) 이기석, “디자인특허의 진보성”, 「미국 특허 실무통신」,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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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거절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 Iancu v. Brunetti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의 상표 등록을 금지한 연방상표법 제2조(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시사점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관점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법들을 폐지하였다. 이는
“부도덕적이고 저속한” 표현 뿐만 아니라 연방상표법 제2조(a)의 다른 기준들에도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며, 법 개정을 통한 기준마련이 없다면 불쾌하고 음란한 표현들의 상표 등록이 빗발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급
당
사
자

1심(TTAB)

출
원
인

2심(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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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표법 제2조(a)의 “부도덕적이고 저속한(immoral and scandalous)” 기준이
관점기준(viewpoint-based) 차별에 해당되어 위헌인지 여부

USA

법적쟁점

3심(대법원)

항소인

Erik Brunetti

상고인

Andrei Iancu

피항소인

Andrei Iancu

피상고인

Erik Brunetti

Erik Brunetti

법원

상표심판원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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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사건번호

85310960

2015-1109

18-302

심결/
판결일자

2014. 08. 01.

2017. 12. 15.

2019. 06. 24.

심결/
판결결과

청구기각

항소인 패소

상고인 패소

참조법령

15 U.S.C. §1052(a)

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연방상표법 제2조(a)의 “부도덕적이고 저속한(immoral and scandalous)”
기준이 관점기준(viewpoint-based) 차별에 해당되어 위헌인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의 상표 등록을 금지한 연방상표법 제2조(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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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1990년도에 Erik Brunetti(이하 Brunetti)는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Natas Kaupas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류사업을 시작하였다. Brunetti는 해당 의류업체의 이름을 “Friends
U Can’t Trust”의 약자로 “FUCT”라고 지으며, 비속어인 “fucked”와 발음이 유사한 점이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였다. 2010년, Brunetti는 eBay 등의 온라인마켓에서 자신의 “F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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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을 사용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시키고자 상표출원을
하였다.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은
Brunetti의 “Fuct” 상표는 미국연방상표법인 Lanham Act 제2조(a)(15 U.S.C. §1052(a))1)에서
등록을 금지한 “저속한(scandalous)” 단어에 해당되는 “Fucked”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시킬 수 없다며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Brunetti는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TTAB)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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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원의 판결
1. 상표심판원의 심결
상표심판원은 “FUCT”가 전체적으로 저속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심사관
의견에 동의하였다. 상표심판원은 해당 상표가 “매우 불쾌(highly offensive)하고
저속(vulgar)하며 부정적인 성적 의미(negative sexual connotation)”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Brunetti의 홈페이지와 제품들에 표기된 상표의 옆에는 “과격한 허무주의(extreme
nihilism)”와 “반사회적(anti-social)” 행동의 이미지가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상표는 “여성혐오(misogyny), 타락(depravity)과 폭력(violence)”을 전한다고 상표심판원은
해석하였고, Brunetti가 상표를 사용한 위와 같은 방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상표심판원은 해당 상표가 성적인 의미, 극단적 여성혐오, 허무주의 또는 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USPTO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상표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Brunetti는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하 ACLU)의
도움을 받아, 연방상표법 제2조(a)에서 “부도덕하고 저속한” 단어의 상표등록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2)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1) 15 U.S.C. §1052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a) Consists of or comprises immoral, deceptive, or scandalous matter; or matter which may disparage or falsely
suggest a connection with persons, living or dead, institutions, beliefs, or national symbols, or bring them into
contempt, or disrepute; or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identifies a place other than the origin of the goods and is first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by the
applicant on or after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WTO Agreement (as defined in section 3501(9) of title 19)
enters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2) Amendment I(Freedom of Religion, Speech, and the Press)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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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17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Fuct”가 저속한 단어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입는 의류시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속한(scandalous)”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상표심판원의 결정에 동의하며, 상표심판원이 연방상표법 제2조(a)에 따라 해당
상표를 등록시키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하였다.

USA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상표법 제2조(a)에서 “저속한” 단어의 상표등록을 금지한
것은 Brunetti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Brunetti의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심판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3. 연방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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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의 의견은 6대3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Kagan대법관이
작성하였고, Thomas, Ginsburg, Alito, Gorsuch, Kavanaugh 대법관들이 동의하였다.
Kagan대법관은 Matal v. Tam 판결3)에서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 연방상표법 제2조(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상표법 제2조에 규정된 혼동가능성을 유발시킬 만큼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4), 상표가 단순히 제품을 기술하는 경우5), 국가의 국기나 휘장을 사용한 상표의 경우6)
등의 경우에 USPTO는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상표가 부도덕하거나,
기만적 또는 저속한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USPTO는 “일반 공중의 상당수 구성원(substantial composite of the general
public)”에게 충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지를 살펴보았고, 해당 상표가 성적인 의미, 극단적
여성혐오, 허무주의 또는 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불쾌(extremely
offensive)”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USPTO의 판단에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 연방상표법 제2조(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Matal v. Tam 사건에서 ‘눈이 치켜 올라갔다’, ‘눈이 찢어졌다’는 의미의 ‘The Slant’를
서비스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3) Matal v. Tam 582 U.S. (2017).
4) 15 U.S.C. §1052(d)
5) 15 U.S.C. §1052(e)
6) 15 U.S.C. §10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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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유로 연방상표법 제2조(a)에 따라 USPTO는 등록을 거절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비방(disparage)”을 상표등록 시킬 수 없다는 기준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Matal v. Tam 사건에서 상표등록의 금지가 관점기준(viewpointbased)7)이면 위헌이고, 비방금지는 관점기준이기 때문에 ‘The Slant’ 서비스표의 등록금지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 규정에서 상징하는 가장 핵심은 정부가 사상이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점 기준에 의해 비방상표 등록

IP Insight

금지는 사라졌으므로 만약 “부도덕적이고 저속한” 상표의 등록 금지가 관점기준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도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상표법 상의
“부도덕적이고 저속한”에 해당되는 기준이 관점기준인지 관점중립(viewpoint neutral)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사전적 의미로 “immoral”은 “청렴, 순수, 도덕(rectitude, purit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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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과는 모순”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악한(wicked)” 또는 “잔인한(vicious)”라고
해석된다고 하였다.8) 또한 “scandalous”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덕심에 불쾌감을
줌(gives offense to the conscience or moral feelings)”, “비난을 함(call out condemnation)”,
“남사스러운(disreputable)” 등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9) 연방대법원은 연방 상표법에서
등록을 허락하는 표장들은 품위나 예절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부합하는 메시지이지, 이에
반하는 메시지를 가진 표장은 아니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이 해석하기로는 서로 의미가
겹치는 단어들이 연방상표법 제2조(a)에 공존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도덕성 기준과 사회의
공감을 유발하는 측면을 지지하면(aligned with conventional moral standards… and
induce societal nods of approval)” 등록에 우호적이고, “전통적인 도덕성 기준에 적대적이고
불쾌감과 비난을 하게 되면(hostile to [conventional moral standards]… and provok[e]
offense and condemnation)” 등록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USPTO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쾌함을 초래하는 표장의 등록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처럼
“불쾌감을 주는 사상(ideas that offend)”을 탐탁치 않아하고, 전통적인 도덕성 기준에

7)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제한이 표현의 내용기준(content-based)제한/관점기준(viewpointbased)제한인지 또는 내용중립(contentneutral) 제한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관점기준제한 또는
관점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은 내용기준제한의 일종으로 관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제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쟁에 관련된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기준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표현’을 제한한다면 이는
관점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점차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내용기준제한/관점기준제한인
경우에는 강한 위헌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는 문제가 되는 법률이 긴박한 국가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아주 좁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내용중립제한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공적 토론에 나타나는 의견이나 관점이 배제될 실질적인 위험이 덜 하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 임지봉, “미국헌법과
상업적 표현의 자유”, 「미국헌법연구」제17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6, 221~223면.
8)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246 (2d ed. 1949),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961 (3d ed. 1947).
9)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at 2229, Funk & Wagnalls New Standard Dictionary 218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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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법률은 관점 기준이므로 차별적이고,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USPTO는 연방상표법 제2조(a)의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기준이 관점
중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USPTO가 마약, 종교와 테러 등에 대하여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의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해왔고,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가 용인한 견해를 표현한 경우 등록을 허락했다며, 이는 관점중립이 아니라고 하였다.

USA

또한, USPTO는 연방상표법 제2조(a)를 음란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불경한 표장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좁게 해석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법원의
역할은 “의회에서 입법된 법률을 해석하는” 일이고, 법률에 적혀진 바에 따르면 음란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불경한 표장에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USPT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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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 Breyer, Sotomayor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일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세 명의 대법관들은 연방상표법상의 “부도덕성”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였으나, “저속한”에 대한 해석은 다수의견처럼 모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세 명의 대법관들과 Alito 대법관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표들이 범람할 것을 우려하였다.

Ⅴ. 시사점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은 표현에 담긴 사상이나 개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하는 조항은 관점기준차별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점기준 조항은 강력한 위헌의 추정을 받게 되고 정부가 합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USPTO는 관점중립을 주장하였으나
엄격한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고, 이는 받아드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부 대법관들의 우려처럼 이 사건 판결 이후 USPTO는 연방상표법 제2조(a)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던 상표들의 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otomayor 대법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속하고 불경 또는 음란한 단어와 이미지들이 등록받고자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등록을 거절시킬 즉각적인 힘이 없게 된다. 그러나 Alito 대법관의 지적처럼
정부에게 부도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허용하도록 하면 이를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부당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점이다.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관점을
바탕으로 차별하는 법들을 폐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이후로 의회에서
연방상표법 제2조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만적이고(deceptive), 타락한(tar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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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사람이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disrepute) 경멸하는(contempt) 표현 등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연방상표법 제 2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 받지 못한 출원인들은 Tam사건과
이 사건을 선례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해당 기준을 폐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USPTO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저속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조항에 관련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중단해온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3일, USPTO는 이 사건

IP Insight

판결이 난 이후 약 한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련된 심사가이드(Examination Guide)를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해당 심사가이드에서는 표장이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구성된
경우 더 이상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의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심사절차지침 제1203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동 조항에 따라 심사거절을 받은 출원이나 심사가 중단된 출원은
중단절차에서 벗어나 심사가 계속될 예정이고, 기존의 출원이 동 조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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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면 새로운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연방대법원의 뜻에 따라 의회에서 연방상표법 제2조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기준들도 폐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USPTO의 심사지침도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00

“BOOKING.COM”은 일반명칭 표장이 아니므로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다는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Booking.com B.V. v. USPTO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BOOKING.COM”을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시사점

일반명칭임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 USPTO는 계쟁 표장이 일반명칭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반명칭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사용되는 Primary
significance test를 적용한다. 이때의 주의할 점은 결합상표의 경우 계쟁상표 전체로서 Primary
significance test의 판단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심급
당
사
자

1 심 (지방법원)

2 심 (항소법원)

원고

Booking.com B.V.a

항소인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피고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피항소인

Booking.com B.V.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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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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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16-cv-425

17-2458

판결일자

2017. 10. 26.

2019. 02. 04.

판결결과

원고 일부 승소

항소인 일부 승소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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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을 호텔예약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USA

법적쟁점

BOOKING.COM
15 U.S.C. §1114(1), 15 U.S.C. §1071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BOOKING.COM”을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BOOKING.COM”이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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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Booking.com B.V.(이하 Booking)은 온라인으로 호텔 및 항공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06년부터 “BOOKING.COM”을 사용해왔다. 이후 Booking은
미국특허상표청(이하 USPTO)에 온라인 호텔 예약 서비스(제 43류)를 지정상품으로
“BOOKING.COM”을 총 4건 상표출원 하였다. 그러나 USPTO의 심사관은 해당 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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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이 일반명칭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하였고 Booking은
상표심판원(이하 TTAB)에 항소하였다.
TTAB는 Booking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사관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TTAB는
“BOOKING.COM”에서 “booking”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이나 숙박권의 구매예약을 가리키며,
“.com”은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일컫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BOOKING.COM”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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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숙박예약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일반명칭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TTAB의 결정에 불복한 booking.com은 USPTO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

Ⅳ.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의 판결
버지니아 주 연방동부지방법원은 “booking”은 해당 서비스 분류에 있어 일반명칭
표장에 해당되나 “BOOKING.COM”을 전체로 보면 기술적(descriptive) 표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Booking의 출원상표 4건 중 2건을 등록하도록 USPTO에
명하였고 나머지 2건은 다시 심사하도록 환송하였다. 이후 USPTO는 연방민사소송규칙
59(e)2)에 따라 2건의 등록 명령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고, 더 나아가 연방상표법에 따른
소송비용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USPTO의 정정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비용청구는 인용하였다. USPTO와 Booking 모두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였다.
“BOOKING.COM”이 일반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USPTO는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Booking도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다.

2.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등록
거절로 인한 항소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일반명칭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지에
1) TTAB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거나 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FRCP Rule59(e) 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A 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must be filed no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entry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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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이3)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4)를 인용하여 상표등록 과정에서
일반명칭 여부가 논란이 될 때는 언제나 USPTO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항소법원은 일반명칭 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항소법원은 일반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1) 해당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를 구분하고(identify the class of product or service to which use of the

USA

mark is relevant), (2) 관련된 소비자들을 구별한 뒤(identify the relevant consuming
public), (3) 관련 소비자들에게 있어 해당 표장의 최우선적인 의미가 표장과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분류 표시인지 여부(determine whether the primary significance of the
mark to the relevant public is as an indication of the nature of the class of the product
or services to which the mark relates)를 검토한다고5) 하였다. 이 사건에서 USPTO와
Booking 모두 (1)과 (2)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고 (3)과 관련하여 “BOOKING.COM” 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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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항소법원은 설명하며,
“BOOKING.COM”이 일반명칭 표장이 아닌 기술표장이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1) “BOOKING.COM”의 의미
먼저, 지방법원은 대중들이 보통의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를 “booking.com”으로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USPTO가 제시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USPTO는
“hotelbooking.com”과 “ebooking.com” 등의 도메인 주소에서 “booking.com”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중들이 “BOOKING.COM”을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이러한 증거로 해당 상표가 일반명칭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하였다. 항소법원은 타 항소법원들에서
출원상표가 사용된 도메인 주소들을 일반명칭 표장의 증거로 인정한 바 있지만6) 그와 같은
경우 출원상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조사한 소비자 설문조사도 증거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법원은 “hotels”등과 다르게 “booking”은 영화나 뮤지컬 예매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예약 서비스에 사용된다며 도메인 주소에 일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USPTO는
지방법원이 일반대중들에게 “BOOKING.COM”이 서비스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3)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침해소송의 경우 등록상표의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등록상표가 일반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록이 거절된 상표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한 판단은 내린바 없다고 하였다.
4) In re Cordua Rests., Inc., 823 F.3d 594, 600 (Fed. Cir. 2016), In re Merrill Lynch, Pierce, Fenner, and Smith, Inc.,
828 F.2d 1567, 1571 (Fed. Cir. 1987).
5) Glover v. Ampak, Inc., 74 F.3d 57, 59 (4th Cir. 1996).
6) Advertise.com, Inc. v. AOL Advertising, Inc., 616 F.3d 974, 980–81 (9th Cir. 2010), In re Hotels.com, L.P., 573 F.3d
1300, 1304 (Fed. Cir. 2009), In re Reed Elsevier Props., Inc., 482 F.3d 1376, 1380 (Fed.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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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강조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일반명칭 표장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대중이 해당 표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표장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인정한
바 있다7)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해당 표장을 관련 대중이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고려한 것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IP Insight

지방법원은 응답자 74%가 “BOOKING.COM”을 일반적인 호텔예약 서비스가 아닌
브랜드명으로 인식했다는 Teflon 설문조사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항소법원은 이러한 소비자
설문조사는 일반명칭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이 해당
설문조사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대중들이 “BOOKING.COM”을
일반명칭으로 인식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BOOKING.COM”이 일반명칭 표장이 아닌 기술적 표장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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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오류도 없었다고 항소법원은 판시하였다.

2) 도메인주소 결합표장
USPTO는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 이하 TLD)인 “.com”을 “booking”이라는
일반명칭인 2단계 도메인(Second-Level Domain, 이하 SLD)에 더하면 필수적으로
“booking.com”은 일반명칭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USPTO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1888년 연방대법원이 “company”와 같은 상업적인 표시들을 단순히 상품의 분류를
기술하는 단어와 함계 사용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Goodyear 사건8)이다.
USPTO는 “.com”은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를 구별하는 일반명칭으로
“company”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명칭에 “.com”을 추가하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Goodyear 사건이 연방상표법이 도입되기 60여 년 전에
발생하였고, 최우선적 의미 테스트(primary significance test)가 그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어느 항소법원도 USPTO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일부
항소법원들은9) “.com”과 일반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 소비자 설문조사 또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중의 인식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해당 상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USPTO는 “BOOKING.COM”이 “booking”이라는 호텔 예약서비스의 일반명칭과
“.com”이라는 온라인 회사의 일반명칭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대중들이 해당 표장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반명칭 표장이라고
7) In re Dial-A-Mattress, 240 F.3d 1341, 1346 (Fed. Cir. 2001), Frito-Lay N. Am. Inc. v. Princeton Vanguard, LLC,
124 U.S.P.Q.2d 1184, 6–10 (TTAB 2017).
8) In Goodyear’s Rubber Mfg. Co. v. Goodyear Rubber Co., 128 U.S. 598, 602–03 (1888).
9) Advertise.com, Inc., 616 F.3d at 982, In re Hotels.com, 573 F.3d at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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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이 결합표장에 적용되는 일반명칭 여부를 검토한 바, “PRETZEL
CRISPS”와 같은 결합표장의 경우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먼저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선례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합된 단어 전체를 보고 대중들이 최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com”을 포함한 결합상표의
경우 “booking”과 같은 SLD와 결합하면 “.com” 그 자체로는 출처표시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 표장이 전체로서 소비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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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처 또는 특정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이므로 단순히 SLD 뒤에
“.com”이 첨부된 것으로 도메인 주소가 일반명칭표장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결합표장이 도메인 주소를 포함한 경우 대중들은 이러한 도메인 주소가 인터넷 상의
특정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com”과 SLD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SLD가 일반명칭이라 하더라도 해당 표장 전체를 보았을 때 대중들이
최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품이 아닌 출처라는 증거가 있다면 일반명칭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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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다른 항소법원에서 “advertising.com”과 같이 “.com”을 SLD에
붙인 표장에 대하여 일반명칭 표장이라고 판시한11) 바 있으나, 이 사건은 USPTO가 대중들이
최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품이나 회사가 아닌 온라인 호텔 예약서비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흔치않은 경우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항소법원은 “BOOKING.COM”이 기술적(descriptive) 표장이므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USPTO는 “BOOKING.COM”이
2차적 의미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

3) 변호사비용 부담
연방상표법은 상표 출원자가 USPTO(TTAB)의 등록거절에 대한 항소를 연방순회항소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지방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하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13)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USPTO가 소송비용으로 청구한 $76,873.61를 Booking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Booking은 15 U.S.C. §1071(b)(3)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을 포함시켜서는
10) Hunt Masters, Inc. v. Landry’s Seafood Rest., Inc., 240 F.3d 254 (4th Cir. 2001).
11) Advertise.com Inc., 616 F.3d at 978–79; In re Steelbuilding.com, 415 F.3d 1293, 1299 (Fed. Cir. 2005).
12) 15 U.S.C. §1071(a)(1)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or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may appeal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b)(1) The court may adjudge that an applicant is entitled to a registration upon the application involved, that a
registration involved should be canceled, or such other matter as the issues in the proceeding require, as the
facts in the case may appear.
13) 15 U.S.C. §1071(b)(3) In any case where there is no adverse party, a copy of the complaint shall be served on
the Director, and, unless the court finds the expenses to be unreasonable, all the expenses of the proceeding
shall be paid by the party bringing the case, whether the final decision is in favor of such part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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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선례14)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켰고, 해당 선례는 15 U.S.C. §1071(b)(3)의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American Rule”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동일한 특허법 규정(35 U.S.C. §145)에 대하여 충돌되는
판결15)을 한 바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Shammas 사건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이며 이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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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Booking의 출원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USPTO의 비용지급 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인용하였다.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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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BOOKING.COM”이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명칭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일반명칭 표장인 경우라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가 없고, 기술적 표장인 경우 이차적 의미를 획득했다면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일반명칭 여부가 논란이 되면 USPTO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USPTO는 “booking.com”이 일반명칭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관련 소비자들이 “booking.com”을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로 인식한다는 점을
USPTO가 입증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깊이 있게 살펴본 점은
관련 대중들에게 계쟁 표장이 가지는 최우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primary significance
test)였다. 이는 등록상표가 일반명칭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등록 과정에 적용시켰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동일하게 사용16)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제4연방순회항소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경우 일반명칭임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 USPTO가 계쟁
표장이 일반명칭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게 되고,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사용되는 최우선적
의미 테스트가 판단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메인
주소로 된 결합상표의 경우 “.com”은 출처표시 기능이 없고 SLD가 일반명칭이라 하더라도 계쟁
표장 전체로서 최우선적 의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4) Shammas v. Focarino, 784 F.3d 219, 225 (4th Cir. 2015).
15) Nantwest, Inc. v. Iancu, 898 F.3d 1177, 1185 (Fed. Cir. 2018) (en banc). 변호사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American rul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배제시키는 의회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나 (1)특허법
제145조 제정 당시 ‘경비(expenses)’의 사전적‧통상적 의미 및 (2)‘변호사비용’이라는 용어를 경비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의회가 ‘경비’라는 용어에 변호사비용을 포함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특허법 제145조의 “all expenses”에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6) In re 1800Mattress.com IP, LLC, 586 F.3d 1359, 1362–63 (Fed.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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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아 판단을 기다리는
Nantwest, Inc. v. Iancu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고 Booking은 TTAB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Booking은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다. 보통 TTAB의 결정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지만 연방지방법원에도 구제방법이
존재한다.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할 경우 USPTO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로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사실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새로 심리(de novo)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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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결의 승/패소를 떠나 USPTO의 소송비용을 항소인이 부담하여야
된다. 이러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5년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도 선례를 적용하여
변호사비용이 포함된 소송비용을 항소인인 Booking에게 부담시켰다. 그러나 연방상표법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특허법 제145조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8년 Nantwest,
Inc. v. Iancu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로 변호사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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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 원칙을 배제시키는 의회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나, 특허법
제145조 제정 당시 ‘경비(expenses)’의 사전적‧통상적 의미 및 ‘변호사비용’이라는 용어를
경비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의회가 ‘경비’라는
용어에 변호사비용을 포함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USPTO는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하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엇갈린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107

출원공고 된 “RAPUNZEL”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소비자도 할 수 있다는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
- Rebecca Curtin v. United Trademark Holdings, Inc.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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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인형과 장난감 피규어류에 출원 된 “RAPUNZEL”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소비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TTAB는 소비자 집단의 구성원들도 단순 기술적 명칭이나 일반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출원인의 상표 등록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합리적 믿음이 있으므로 주장하는 바를
약식판결 또는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사점

TTAB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표의 경우 소비자도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인 적격의 범위를 넓혔다.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출원
시점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급
당
사
자

1 심 (TTAB)

이의 신청인

Rebecca Curtin

피신청인

United Trademark Holdings, Inc.

심리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사건번호

No. 91241083

일자

2018. 12. 28.

결과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청구 인용
“RAPUNZEL”
15 U.S.C. §1063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인형과 장난감 피규어에 대하여 출원공고 된 “RAPUNZEL”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소비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상표심판원(이하 TTAB)은 소비자 집단의 구성원들도 단순 기술적 명칭이나 일반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출원인의 상표 등록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이므로 주장하는 바를 약식판결 또는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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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독일의 전례동화인 Rapunzel(라푼젤)은 18년 동안 성 안에
갇혀 살던 긴 머리의 소녀 라푼젤이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독일의
전례동화로 1812년도에 Grimm 형제에 의하여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이후 2010년도에 월트 디즈니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ZOMBIE
RAPUNZEL”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United Trademark Holdings In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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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H)는 2017년 11월 20일, 장난감 피규어와 인형류에 “RAPUNZEL” 상표를 등록받고자
미국특허상표청(이하 USPTO)에 상표출원을 하였다. 공보에 게재된 “RAPUNZEL” 상표를
본 로스쿨 교수이자 여자아이의 어머니인 Rebecca Curtin(이하 Curtin)은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UTH는 Curtin이
장난감 피규어와 인형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가 아니며 “RAPUNZEL” 상표 사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standing)이 없다며 TTAB에 이의신청 기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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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표심판원(TTAB)의 결정
TTAB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신청인은 법률에 의하여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a] petitioner is authorized by statute
to seek cancellation of a mark where it has both a real interest in the proceeding as well
as a reasonable basis for its belief of damage)”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1)을 인용하였다.
선례에서 “실제 이해관계”란 이의신청 결과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direct and
personal stake)”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위해서 원고는 먼저
이의신청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가진 손해에 대한 믿음이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의신청인 Curtin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동화 속 캐릭터 인형들과 장난감 피규어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 한명이고, 특히 어린 여자아이의 어머니로서 동화 속 캐릭터 인형 등 여러
인형들을 구매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urtin은 공공재인 유명 동화 속 캐릭터 이름을 개별 기업이 상표로
등록받게 된다면 경쟁의 부재로 Rapunzel 관련 제품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해당
동화 캐릭터를 사용한 새로운 인형이나 장난감 개발을 저해하여, 동화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회적
편익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부터 판매되어 온 Rapunzel 관련 제품들도 “RAPUNZEL”
상표가 등록되면 Curtin과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Curtin은
자신이 동화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을 구매하는 커뮤니티의 멤버이고, “RAPUNZEL” 상표가
등록된다면 해당 커뮤니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Ritchie v. Simpson, 170 F.3d 1902, 50 USPQ2d 1023, 1025-26 (Fed. Cir. 1999), Coach Services Inc. v. Triumph
Learning LLC, 668 F.3d 1356, 101 USPQ2d 1713, 1727 (Fed.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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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TTAB는 Curtin이 동화 속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 피규어를 구매하는 소비자이고,
이 중 “Rapunzel”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상표를 등록시킨다면 더 이상 “Rapunzel”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이는 “Rapunzel” 인형과 장난감
피규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Rapunzel” 인형을 소비자들은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Curtin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Curtin은 해당 이의신청의 결과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한 믿음이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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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TTAB는 Curtin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출원인 UTH의 주장에 대하여,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기술하는 경쟁자의 경우
당사자 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만, 경쟁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TTAB가 인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2)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요건으로 특정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판단을 한 바 없으며, 여러 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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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 바도 없고, 이 사안의 중요한 점은
등록으로 인한 손해가 합리적인지 여부와 실제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또한 TTAB가
인용한 다른 판례3)에서는 “특정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경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표권자를
방지하고, 대중이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자유를 유지시키는 데에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일반명칭
단어를 공공재로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의 실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TTAB는 소비자 집단의 구성원들도 단순 기술적 명칭이나 보통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실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Curtin이 주장하는 바를 약식판결 또는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사안의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바, Curtin은 단순히 참견인(intermeddler)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출원인의 상표 등록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였다고
TTAB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TTAB는 UTH의 이의신청 기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Curtin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 연방상표법은 “특정 표장이 주등록부에 등록되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section12의 subsection(a)에 의해 출원공고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들어 PTO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 상표가 USPTO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 Ritchie v. Simpson, 50 USPQ2d 1027
3) In re Abcor Dev. Corp., 588 F.2d 811, 200 USPQ 215, 217 (CCPA 197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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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publication under subsection
(a) of section 1062 of this title of the mark sought to be registered. Upon written request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hirty-day period, the time for filing opposition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thirty days, and further extensions
of time for filing opposition may be granted by the Director for good cause when requested prior to the expi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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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위해 공보에 게재되고,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도 로스쿨 교수인
Curtin이 다른 자료들을 검색하던 중 공보에 게재된 “RAPUNZEL”을 보고 공고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Curtin은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만약
이의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30일간의 추가기간이 주어지고, 추가 기간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였을 때 다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연장은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 허가된다.5) 그러나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상의 기간 연장은 (1) 출원인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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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서명한 서면동의서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인이 출원인이 기간연장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이의신청인이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간 단위로 발행되는 공보에 어떠한 상표출원 공고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권 또는 미등록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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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공보를 확인해야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략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서 연장된 기간 동안 출원상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출원인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표등록에 대하여 지식의 부족 또는 자원의 부족으로 이의신청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TTAB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표의 경우 동화
속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 피규어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소비자의 경우도 상표등록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믿음이 존재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TTAB는 이의신청인 적격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출원 시점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 extension. The Direct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each extension of the time for filing opposition. An opposition
may be amende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5) T.M.R.P. 2. 102. A(c) The time for filing an opposition shall not be extended beyond 18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Any request to extend the time for filing an opposition must be filed before thirty days have expired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r before the expiration of a previously granted extension of time, as appropriate.
R
 equests to extend the time for filing an opposition must be filed as follows:
 (1) A person may file a first request for either a thirty-day extension of time, which will be granted upon request, or a
ninety-day extension of time, which will be granted only for good cause shown.
(2) If a person was granted a thirty-day extension of time, that person may file a request for an additional sixty-day
extension of time, which will be granted only for good cause shown.
(3) After receiving one or two extensions of time totaling ninety days, a person may file one final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for an additional sixt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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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과 사설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pringboards to Education, Inc. v.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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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과 사설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상표들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시사점

상표침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혼동가능성에 대하여 법원은 모든 요소들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요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시사하고 있다.

심급
당
사
자

1 심 (지방법원)

2 심 (항소법원)

원고

Springboards to Education, Inc.

항소인

Springboards to
Education, Inc.

피고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피항소인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법원

텍사스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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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16-2625

18-20119

판결일자

2018. 01.22.

2019. 01. 08.

판결결과

원고 패소

항소인 패소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Read a Million Words,” “Million Dollar Reader,”
“Millionaire Reader,” “Millionaire’s Reading Club.”
15 U.S.C. §1114(1)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과 사설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 상표들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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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Springboards to Education, Inc.(이하 Springboards)는 영어독해에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Springboards는 2005년도에 “Read a Million Words campaign”이라는
사업을 출시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일정 목표의 독서량을 달성하면
“Millionaire Reader award”를 수상하게 되고, “Millionaire’s Reading Club”에 가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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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boards가 주관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Springboards는 티셔츠, 가방, 상장과 가상화폐 등을 제작하여 상품으로 활용하였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Springboards는 “Read a Million Words campaign” 관련 4개의
상표1)를 등록받았다.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이하 HISD)는 텍사스 주의 가장 큰 학군(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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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으로 20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08년, HISD는 자체적으로 독서 독려
프로그램인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HISD는 Springboards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Springboards는 티셔츠,
가방, 상장과 가상화폐 등을 제작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의
사용을 중단하고 “Every Summer Has a Story”라는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Springboards는 HISD가 “Houston ISD Millionaire Club” 프로그램에서 독려 상품 및
정보자료를 사용한 것은 상표침해,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 희석화 등에 해당한다며 텍사스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의 결정
지방법원은 HISD가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Springboads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HISD의 약식재판 청구를 인용하였고,
Springboards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Springboards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1) 해당 상표들은 “Read a Million Words,” “Million Dollar Reader,” “Millionaire Reader,” “Millionaire’s Reading
Club.”이고, “Read a Million Words”를 서비스표로 등록받았다.

113

2.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연방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나 상품의 판매, 판매의 제공,
배포, 광고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착오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만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등록상표를 상업적으로 재생, 위조, 복제, 또는 모방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2) 항소법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상표사용이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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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이며, HISD가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업적 대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다만 항소법원은 HISD가 자신이 사용한
프로그램명은 혼동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항소법원은 애초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pringboards가
특허소송이 아닌 상표소송을 제기한 바, 가상화폐를 테마로 한 독서프로그램에는 특허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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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어 HISD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소법원은 설명하였다. 즉,
HISD가 “Read a Million Word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명칭에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Springboards는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이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고려사항의 중심은 HISD가
Springboards의 독서 프로그램 방식을 따라했는지 여부가 아닌 HISD가 Springboards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혼동가능성을 논의하기 전에 혼동의 위험이
있는 소비자 계층을 분류하고, 혼동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당사자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할 때, 항소법원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오직 제3의
교육자에게 판매 후 혼동(post-sale confusion)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HISD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제3의 교육자가 Springboards의 프로그램을 HISD 프로그램과 혼동하여,
HISD 프로그램 경험 당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Springboards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HISD가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을
사용함으로서 제3의 교육자들이 Springboards와 HISD의 프로그램이 연관된다고 믿을 만큼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 15 U.S.C. §1114(1) Any person who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rant—
(a) use in commerc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a registered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b) reproduce, counterfeit, copy, or colorably imitate a registered mark and apply such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to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or advertisements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the registrant for the remedies hereinafter provided. Under subsection (b) hereof, the
registrant shall not be entitled to recover profits or damages unless the acts have been committed with knowledge
that such imitation is intended to be used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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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선례3)에서 언급한 (1)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장의 종류, (2) 표장들 간의 유사성, (3)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유사성, (4) 소매판매처와
구매자의 신분, (5) 홍보 미디어 수단, (6) 피고의 고의여부, (7) 실제 혼동의 증거, (8) 잠재적
구매자들의 주의정도라는 8가지 요소들4)을 검토하였다.

1) 표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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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is Presley 사건5)에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표장의 종류는 표장의 식별력이 강한지
여부를 가리키며, 선사용 상표가 식별력이 강한 상표일수록 후사용자의 상표사용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표장의 강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식별력
스펙트럼에서 해당 표장의 위치(the mark’s position along the distinctiveness spectrum)를
판단하고, 시장에서 해당 표장의 지위(the standing of the mark in the marketpla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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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요소에 대하여 Springboards는 자신의 “Read a Million
Words”가 임의선택표장(arbitrary mark)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상표는 단순히
Springboards의 구호를 영어로 설명한 것이라며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Millionaire Reader”, “Million Dollar Reader”와 “Millionaire’s Reading
Club”에 대하여 전통적인 백만장자의 콘셉트에 백만 단어를 읽은 학생을 대입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표장들에 사용된 단어들은 Springboards의 상품(금전을 테마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지 않다며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요소인 시장에서 해당 표장의 지위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Springboards가
자신의 상표들이 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HISD은
Springboards의 상품 이전에 Springboards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출시된 수많은
독서 프로그램들6)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Springboards의 상표들이 암시적 표장에 해당되고, 암시적 표장은
식별력이 강한 표장이지만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고 광범위한 제3자들의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식별력의 정도가 약해진다며, 상표 식별력의 강함 여부의 판단에서는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3) Streamline Prod. Sys., Inc. v. Streamline Mfg., Inc., 851 F.3d 440, 453 (5th Cir. 2017).
4) (1) the type of mark allegedly infrinqed, (2)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marks, (3) the similarity of the products
or services, (4) the identity of the retail outlets and purchasers, (5) the identity of the advertising media used,
(6) the defendant’s intent, . . . (7) any evidence of actual confusion[,]’ . . . [and] (8) the degree of care exercised
by potential purchasers.
5) Elvis Presley Enters., Inc. v. Capece, 141 F.3d 201 (5th Cir. 1998).
6) 독서프로그램들의 명칭은 “The Reading Millionaire’s Project”, “Who Wants to Be a Million Dollar Reader?”, “the
Million Words Campaign”, “Million Word Campaign”, “Millionaire Readers”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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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쟁 표장들 간의 유사성
항소법원은 표장들 간의 유사성에 대하여 Springboards의 “Millionaire Reader Club”과
HISD의 “Houston ISD Millionaire Club”간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지만 “상표들 간의 주요
단어가 일치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상표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7)고 한 선례에
동의하였다. 항소법원은 “Millionaire”와 “Club”이라는 단어가 계쟁 상표들에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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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지만 합리적인 배심원이 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HISD가 상표에 사용한 “Houston ISD”는
혼동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두 번째 혼동가능성 판단 요소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의 주장도 인용하지 않았다.

3)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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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유사성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두 프로그램 모두 금전을 테마로 한
독서프로그램이고, 양 당사자들 모두 상장, 티셔츠, 가방, 가상화폐 등을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에 대하여 Springboards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하였다.

4) 소매 판매처와 구매자의 신분
항소법원은 소매 판매처와 구매자의 신분에 대하여 HISD가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매 판매처와 구매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D는
학군이고, Springboards가 홍보하는 대상이 학군들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Springboards의 주장을 항소법원은 인용하지만 HISD가 상표에 “Houston ISD”를
사용한 점은 이러한 강력한 Springboards의 주장을 일부 약화시킨다고 판단하였다.

5) 홍보 미디어 수단
항소법원은 HISD가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광고활동도 없어서 해당 요소는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Springboards는 당사자
모두 자신들의 상표를 안내책자, 공식상품, 인터넷 등의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소로 혼동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항소법원은 Springboards가 언급한
HISD의 홍보 자료들은 모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것이거나
프로그램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물품들이라고 하며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7) Sensient Techs. Corp. v. SensoryEffects Flavor Co., 613 F.3d 754, 765 (8th C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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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의 고의여부
Springboards는 고의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양 당사자들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은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HISD의 관계자들이 해당 학군의 학생들 20만 명이 여름방학동안 각자 다섯 권의 책을 읽으면
100만권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Springboards 이전에도

USA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소에서 혼동가능성을
부정하였다.

7) 실제 혼동의 증거
Springboards는 HISD가 Houston ISD Millionaire Club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홍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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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았다는 네 명의 증인을 세웠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네 명 중 두 명만 교육자였으며,
그들 중에서도 Springboards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다.

8) 잠재적 구매자들의 주의정도
항소법원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높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후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선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혼동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구매자와 기관 구매자”의 경우 “정보력이 있고 신중하다고 사실상 확신 한다”고 해당 법원이
판시8)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공립학교가 독서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Springboards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 주어지는
상품들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의력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Springboards가 자신의 프로그램이 개별적 아이템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현실을 잊은 주장이라며 해당 요소에서 혼동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항소법원은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이 사건에서 혼동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양 당사자들의 계쟁상표들이 유사하지만, Springboards의
상표들이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고, 제3자들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며, HISD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Springboards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홍보한 바도 없고, 그 잠재적 고객들이
기관 구매자로 주의력이 높은 편에 해당되며, 실제 혼동의 증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8) Oreck Corp. v. U.S. Floor Sys., Inc., 803 F.2d 173 (5th 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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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미국 연방상표법 §1114(1)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a)상표의
복제물, 모조품, 복사물 또는 색채모사품을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판매제안, 배포 또는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혼동, 오인 혹은 기망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하거나, (b)등록된 상표를 복제,
모조, 복사 또는 색채모사 하거나 그 결과 생겨난 복제물, 모조품, 복사물, 색채 모사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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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용역의 표찰, 표식, 프린트, 포장, 포장지, 용기, 광고물에 사용함으로써 혼동,
오인 혹은 기망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하는 경우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표침해 성립요건인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연방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순회 항소법원마다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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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1)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장의 종류, (2) 계쟁
표장들 간의 유사성, (3)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유사성, (4) 소매판매처와 구매자의 신분,
(5) 홍보 미디어 수단, (6) 피고의 고의여부, (7) 실제 혼동의 증거, (8) 잠재적 구매자들의
주의정도라는 8가지 요소를 검토하였다. 항소법원은 양 당사자들의 상표들이 유사하지만,
Springboards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고, 제3자들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며,
HISD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Springboards의 잠재적 고객들인 제3의 교육자들에게 홍보한
바도 없고, 그 잠재적 고객들이 기관 구매자로 주의력이 높은 편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혼동의 증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모든 요소들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요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상표침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쟁
상표들 간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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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ade의 광고홍보 슬로건에 대하여 공정사용의 항변을 인정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portFuel, Inc. v. PepsiCo, Inc.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판시사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Gatorade의 공정사용 항변을 인정하여 SportFuel의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시사점

Gatorade는 계쟁표장인 “Sports Fuel”을 “Gatorade”라는 회사이름과 함께 사용하였고, 마치
부제(subtitle)처럼 글자의 크기나 폰트가 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법원은 기술적 사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상표사용의 방법도 계쟁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술적(descriptive
mark) 표장을 사용하면 자신의 상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심급

당
사
자

1 심 (지방법원)

2 심 (항소법원)

원고

SportFuel, Inc.

항소인

SportFuel, Inc.

피고

PepsiCo, Inc.
The Gatorade Company

피항소인

PepsiCo, Inc.
The Gatorade Company

법원

일리노이 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동부지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Eastern Division)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사건번호

16- cv - 7868

18-3010

판결일자

2018. 06. 14.

2019. 08. 02.

판결결과

원고 패소

항소인 패소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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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료의 광고홍보 슬로건에 사용된 단어들이 기술적(descriptively)으로 사용되어 상표침해의
항변인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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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SportFuel(Trademark Reg. Nos. 3495513, 4832297)
15 U.S.C. §1115(b)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유명 음료의 광고홍보 슬로건에 사용된 단어들이 기술적(descriptively)으로
사용되어 상표침해의 항변인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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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Gatorade의 공정사용 항변을 인정하여 SportFuel의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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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건강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SportFuel, Inc.(이하 SportFuel)은 시카고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시카고의 유명 스포츠 팀들과 선수들을 주된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SportFuel은
선수들에게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브랜드에서 출시한 영양 보조제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SportFuel은 “SportFuel”에 대한 두개의 상표를 등록 받았는데, 첫
번째 상표는 “식품영양 상담, 영양 상담, 식이보충제와 영양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2008년도에 등록 받았고, 두 번째 상표는 2015년도에 “비타민으로 효과를 높인 식이보충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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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음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받았다.
PepsiCo, Inc.의 자회사인 The Gatorade Company(이하 Gatorade)는 196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동일한 이름의 스포츠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해당 음료는 NBA, PGA, MLB,
MLS 등 프로 스포츠협회 및 대학 스포츠협회의 공식 음료이고 전국적인 마케팅을 통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다. Gatorade는 스포츠 음료 이외에도 개별 선수들의 영양상태에
맞추어 조제된 스포츠 음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스포츠 영양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Gatorade는 공개적으로 자사의 제품들을 “운동연료(sports fuel)”라고
묘사하였고, 2016년도에 “Gatorade The Sports Fuel Company”를 등록시키면서 “The Sports
Fuel Company”에 대해서는 권리불요구를 하였다. Gatorade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The Sports Fuel Company”를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SportFuel은 이러한 Gatorade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상표침해, 불공정 경쟁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연방상표법 및 일리노이주 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Gatorade는
SportFuel의 상표취소청구를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일리노이 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동부지원은 Gatorade의 약식재판 청구를 인용하였다.
지방법원은 SportFuel이 Gatorade의 공정사용 항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은 Gatorade가 “Sports Fuel”을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단어는 단순히 상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단어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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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선의로 하였다며 공정사용의 항변을 인용한 바, 더 이상 Gatorade가 혼동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SportFuel은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2.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USA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SportFuel의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상표법1)에 따라 상표침해 소송을 당한 피고는 공정사용
등의 적극적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선례2)에 의하면 상표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술한 것이며, 공정하고 선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공정사용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Gatorade의 상표 사용이 (1)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고, (2) 상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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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고 하였다.

1) Gatorade가 “Sport Fuel”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Gatorade가 “Sports Fuel”을 상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Sport Fuel”이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SportFuel은 Gatorade가
“Sports Fuel”이라는 슬로건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상징(attention-getting symbol)”으로
사용하였고, 슬로건 뒤에 상표를 표시하였으며, 해당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Gatorade가
당사자였던 Quaker Oats 사건3)에서 “Gatorade is THIRST AID”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것과
이 사건을 비교하였다. 당시 항소법원은 Gatorade가 “Thirst Aid”를 자신의 브랜드명과
함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의를 집중시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해당
슬로건은 라임이 맞춰져 있고, 브랜드명보다 더 크고 눈에 띄는 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Thirst Aid”와 “Gatorade”를 연관 짓게 될 것이고, “Thirst Aid”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될 것이므로 Gatorade가 “Thirst Aid”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항소법원은 판시한 바 있었다.

1) 15 U.S.C. §1115(b)...Such conclusive evidence of the right to use the registered mark shall be subject to proof
of infringement as defined in section 1114 of this title, and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defenses or defects:
(4)That the use of the name, term, or device charged to be an infringement is a use, otherwise than as a mark,
of the party’s individual name in his own business, or of the individual name of anyone in privity with such party,
or of a term or device which is descriptive of and used fairly and in good faith only to describe the goods or
services of such party, or their geographic origin; or...
2) Sorensen v. WD-40 Co., 792 F.3d 722 (7th Cir. 2015).
3) Sands, Taylor & Wood Co. v. Quaker Oats Co., 978 F.2d 947 (7th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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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Gatorade가 “Sports Fuel”을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사건에서 시각적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Gatorade의 슬로건 사용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Gatorade의 홍보활동에서 사용된 슬로건>

IP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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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ade는 Quaker Oats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Sports Fuel”을 자사의 브랜드명과
나란히 사용하였으나, 자사의 브랜드명을 “Sports Fuel”보다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다고
항소법원은 보았다. 항소법원은 마치 “Sports Fuel”이 Gatorade 브랜드명의 소제목(subtitle)
같다고 하였으며 어떠한 라임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전 Quaker Oats 사건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활용의 예를 살펴본 결과, Gatorade가 “Sports Fuel”을 슬로건에
사용하는데 있어 출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SportFuel은 Gatorade가 슬로건 옆에 “TM” 표시를 사용하였고, “GATORADE THE SPORTS
FUEL COMPANY”를 상표등록 받았기 때문에 “Sports Fuel”을 상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Gatorade가 출원 당시에 “Sports Fuel”이 기술적이므로 상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THE SPORTS FUEL COMPANY”에
대한 권리불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Sport Fuel”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SportsFuel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Gatorade가 “Gatorade The Sports Fuel Company”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있어 상표적 사용은
없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오류도 발견하지 못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Gatorade가 “Sports Fuel”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지방법원은 Gatorade가 “Sports Fuel”을 암시적이 아닌 기술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SportFuel은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기술적이었는지 아니면 암시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 어떻게, 얼마나 자주, 관련 시장에서 계쟁 상표를 사용하는지와 (2) 단어나 문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연상과정을 통해 상품과
연결되는지 연상 테스트(imagination test)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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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해당 업계에서 선수들을 위한 영양식품 생산자들은
흔히 “Sports Fu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품을 설명한다며 Twin Laboratories가 “SPORT
FUEL”을 사용하고 Trident Sports가 “SPORTS FUEL”을 사용한 예를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특허상표청에서도 Gatorade의 상표출원 당시 “SPORTS FUEL”이 스포츠 영양식품에서
자주 사용되어왔고, “THE SPORTS FUEL COMPANY”라는 문장을 본 소비자들이 스포츠

USA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 점을 항소법원은
고려하였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보편적 사용과 Gatorade의 권리불요구가 Gatorade의 “Sports
Fuel” 사용이 기술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에 대하여 SportFuel은 “Sports Fuel”이라는 단어로부터 운동용 영양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추론하기에는 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암시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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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ade의 소비자들이 전문적인 프로 운동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Gatorade The Sports Fuel Company”에서 “Sports Fuel”은 명확하게
Gatorade가 생산하는 상품의 범주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Sports
Fuel”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운동선수용 여러 가지 영양식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상상 과정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Gatorade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Sports Fuel”이 기술적인지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Gatorade가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음료를 더 많이 판매한다고
Gatorade 제품이 갖는 운동 캐릭터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Gatorade의 “Sports Fuel” 사용이
기술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 Gatorade가 “Sports Fuel”을 공정하고 선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공정사용의 항변을 하는 자는 계쟁 상표를 공정하고 선의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슬로건을 사용한 목적이 주관적이었는지를 검토하여 피고의 선의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먼저, SportFuel은 Gatorade가 SportFuel의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것은 악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주관적 악의에
대한 다른 증거 없이 오직 원고 표장에 대한 “단순 인지(mere knowledge)”로 악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SportFuel은 이 사건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Gatorade가 계속해서 “Sports
Fuel”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Gatorade가 “Sports Fuel”을 상품 기술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이것으로 Gatorade의 악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SportFuel은 Gatorade가
슬로건 사용에 대한 결재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orade The Sports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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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라는 슬로건 사용에 대한 결재서류 등을 증거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SportFuel의 주장은 증거조사 시점에서 제기되었어야 했고,
Gatorade와 같은 대기업에서 전국적인 홍보활동에 사용되는 슬로건을 고위간부의 결재도
없이 실행할 리가 없다는 가정만으로 약식판결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항소법원은
해당 내용이 Gatorade가 악의를 가지고 슬로건을 사용했다는 점이나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IP Insight

마지막으로 SportFuel은 자사의 창립자인 Julie Burns가 1995년부터 2003년도까지
Gatorade Sports Science Institute의 스포츠 영양 자문단(Sports Nutrition Advisory
Board)에서 활동한 바 있고, Burns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과 Gatorade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에
보복하려고 Gatorade가 악의를 가지고 슬로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Burns와 Gatorade의 관계는 Gatorade의 슬로건 사용시점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끝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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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s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주장은 증거 없이는 믿기 힘들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Gatorade에게 악의가 있었음을 SportFuel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SportFuel의 상표침해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 연방상표법은 상표침해 혐의에 대한 항변으로 자신의 상호, 명칭, 기술적 표장,
원산지 명칭 등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선의의 사용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술적 공정사용의 항변이라고 한다. 즉, 침해혐의가 있는 성명, 단어, 도안의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고 자신의 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당사자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단어나 도안의 사용이 기술적으로 공정하게,
선의로 오로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원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라도 자신의 상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의
본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공정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사건에서 Gatorade가 “Sports Fuel”을 사용한 방법이
“Gatorade”라는 회사이름과 함께였고, 마치 부제(subtitle)처럼 글자의 크기나 폰트가 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의 방법도 계쟁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반대로, 상표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임의선택표장(arbitrary
mark)이나 창작표장(fanciful mark)을 사용하여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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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 사건의 원고인 SportFuel과 같이 기술적 표장을 사용하게 되면, 2차적 의미를
취득하더라도 “공정사용”이라는 이유로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피소 당한 당사자가 상표취소청구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때까지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상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를
만들게 되면 홍보나 마케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인

USA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상표를 정할 때 이러한 부분도
숙지하여 계획을 세워야겠다.
또한 이 사건 항소법원이 원고의 가정에 의하여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의 소 기각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겠다.
즉, 증거개시 절차를 이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여 받거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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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제출요구를 하여 서류를 취득해야지, 단순 추측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약식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사건에서도 충분히
증거개시절차를 이용하여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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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편

SPC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은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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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이 SPC의 보호 대상인 ‘product’에 해당하여 의료기기 관련 지침 상의
사전 허가 절차를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ⅰ) SPC의 보호 대상인 ‘product’는 MA 지침 상의 의약품이고 기기에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은 MA
지침 상의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ⅱ) ‘product’는 의약품으로서 MA 지침에 명시된 시판 허가 절차가
적용된 경우에 SPC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의료 기기의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MA 지침 상 제공되는 절차와 동등하거나 견줄만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ⅲ) SPC
규정은 의약품에만 SPC의 승인을 유보하고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에 보조적인 제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는 바, ⅳ)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이 의료기기 관련 지침 Annex I의 section
7.4의 평가가 적용된 경우라 하여도, SPC 규정 Article 2의 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기 관련 지침 상의 사전
허가 절차는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로 취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사점

대상판결은 종래의 유럽 개별 국가 내에서 복합 기기 관련 SPC 판결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복합 기기를 비롯하여, MA 지침에
따른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이외의 제품은 SPC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단일 특허 뿐 아니라 SPC 제도에 관한 특허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SPC에 의해 보호되는
‘product’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심급

본안 절차
원고

Boston Scientific Ltd

피고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1)

당사자

예비 판결 (Preliminary ruling)
-

법원

독일 연방 특허 법원
(Federal Patents Court, Germany)

유럽사법재판소
(ECJ of CJEU 2))

사건번호

14 W (pat) 13/16

C-527/17

판결일자

2017년 7월 18일

2018년 10월 25일

판결결과

예비 판결 요청

-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DE) EP0681 475
출원인: Boston Scientific Ltd Barbados
발명의 명칭: Therapeutic inhibitors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Regulation (EC) No 469/2009

Regulation (EC) No 469/2009

1)2)

1)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2)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128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이 SPC 관련 규정인 Regulation (EC) No
469/20093)에서 규정하는 SPC에 의한 보호 대상인 ‘pro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EU

i) SPC의 보호 대상이 되는 ‘product’는 MA 지침 상의 의약품이고 기기에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은 MA 지침 상의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ii) ‘product’는 의약품으로서 MA
지침에 명시된 시판 허가 절차가 적용된 경우에 SPC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의료 기기의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MA 지침 상 제공되는 절차와
동등하거나 견줄만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iii) SPC 규정은 의약품에만 S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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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유보하고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에 보조적인 제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는 바 SPC 규정 Article 2의 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기 관련 지침 상의 사전 허가 절차는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로 취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Ⅲ. 사건의 경과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ion) 제도란 의약품 허가 등 절차상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손실된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특허법 제89조4)
및 제92조의 25)에서 규정하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Regulation
(EC) No 469/2009는 의약품에 대한 SPC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SPC
규정이라고 지칭한다. SPC 규정 Article 2는 의약품으로서 시판되기 이전에 회원국 내에서
특허로 보호되고 Directive [2001/83](이하, MA 지침) 등에 명시된 행정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product’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6)하고 있다. Directive [2001/83]에 의하면 유럽 연합 내에서
Union(CJEU)’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개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3) Regulation No 469/2009 of the European Pa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4) 특허법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5) 특허법 제92조의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6) Article 2 of Regulation No 469/2009
‘Any product protected by a paten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subject, prior to being placed on the
market as a medicinal product, to an administrative authorisation procedure as laid down in Directive [2001/83]
or Directive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OJ 2001L 311, p.1),] may,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be the subject of a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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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시판 허가(marketing authorisation)를 획득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 기기는 Directive[93, 42](이하, 의료기기 관련 지침)에 의해 시판되는 경우에
CE 마크를 준수(CE marking of conformity)해야 한다.7)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Annex I의
Section 7.4 첫 번째 문단8)에서는 기기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MA 지침에서 정의하는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기기에 대해 보조적으로 작동하여 신체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IP Insight

물질(substance)이 일체로서 통합된 기기의 경우, 물질의 안전성 및 유용성은 MA 지침의
Annex I에 명시된 방법에 유추하여 검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
기기 관련 지침에 따른 행정 절차를 MA 지침에 따른 시판 허가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기 ‘물질’이 SPC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pro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Boston Scientific은 1994년 1월 26에 PCT 출원하여 유럽 연합 등에 국내 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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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독일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유럽 특허 9)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는 혈관
성형술 후 재협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약 물질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는
특히 특정 암의 치료의 주성분으로서 알려지고 택솔(Taxol)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파클리탁셀(Paclitaxel)이 혈관벽에서의 세포의 증식 및 확산을 억제하고 감소시킴으로서
재협착의 위험을 방지한다고 개시한다. 청구항 810)은 ‘확장된 혈관의 내강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의 제조를 위한 택솔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2003년 1월 21일, Boston Scientific은 파클리탁셀이 코팅된 스텐트인 의료 기기11) (이하
TAXUS 의료 기기)에 대한 CE12) 인증을 획득하였고, 파클리탁셀은 해당 의료 기기의 보조
물질로서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Annex I의 Section 7.4에 따른 사전 평가의 대상이었다.

7) Article 17(1) of Direct 93/42.
‘Device, other than devices which are custom-made or intended for clinical investigations, considered to meet
the essential requir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3 must bear the CE marking of conformity when they are placed
on the market.‘
8) Section 8.4 of Annex I of Direct 93/42.
‘Where a device incorporates, as an integral part, a substance which, if used separately, may be considered
to be a medicinal product as defined in Article 1 of Directive [2001/83] and which is liable to act upon the body
with action ancillary to that of the device, the quality, safety and usefulness of the substance must be verified by
analogy with the methods specified in Annex I to Directive [2001/83].
9) (DE) EP 0681 475
10) claim 8. Use of taxol for the preparation of a medicament to maintain an expanded vessel luminal area.
11) TEXUSTM Express2 Paclitaxel-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12) The letters ‘CE’ appear on many products that are traded on the single market 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The CE marking is required for many products. ... By placing the CE marking on a product a
manufacturer is declaring, on his sole responsibility, conformity with all of the legal requirements to achieve CE
marking. The manufacturer is thus ensuring validity for that product to be sold throughout the EEA. This also
applies to products made in third countries which are sold in the EEA and Turkey, GOV.UK, “CE certificate of
conformity”, www.gov.uk/guidance/ce-marking,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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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Scientific은 2011년 3월 29일에 상기 특허에 기초하여 파클리탁셀에 관계된 SPC
신청서 및 2007년 동안 TAXUS 의료 기기에 대해 발행된 CE 적합성 인증서를 독일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독일 특허청은 SPC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2016년 2월 19일에 신청을 거절하였다.
상기 거절에 대하여 Boston Scientific은, 파클리탁셀에 대해 MA 지침에 따른 행정 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주장하며 독일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Boston Scientific은

EU

CE 적합성 인증 절차에서,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Annex I의 Section 7.4에 의거한 의약품
허가로 TAXUS 의료 기기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파클리탁셀의 안전성 및 유용성의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는 의약품에 관한 MA 지침에 따른 시판 허가 절차와 동등한 허가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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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절차 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MA 지침 Annex I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유사한 방법에 따라 의료 기기에 통합된 물질의 안정성, 품질 및 유용성과
관련이 있어서, 의료 물질에 통합된 의료 기기를 위한 인증 절차 및 의약품을 위한 시판 허가
절차는 모두 SPC 규정 Article 2의 행정 허가 절차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제약
특허 보유자가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당해 규정의 정신 및 목적에 부합하고,
제약 연구 및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SPC
규정의 Article 2의 해석에 대한 회원국 간 결정 불일치를 고려하여, 본안을 유지하고 아래의
질문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예비 판결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SPC 규정의 Article 2가 의료기기 관련 지침 상의 물질을 일체로서 통합하는 의료
기기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가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Ⅳ. 유럽사법재판소의 예비판결
첫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의료 기기의 일체를 형성하고 의료 기기에 부속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작용(acts upon the body in a manner ancillary to that device)하는 물질은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목적에 비추어,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법 상 MA 지침의 의미 내에서 의약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product’는 의료 기기 관련 지침에서 의미하는 “의료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약품” 및 “의료 기기”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였다.13)14) 유럽사법재판소는

13) judgment of 3 October 2013, Laboratoires Lyocentre, C-109/12, EU:C:2013:626, at paragraph 41.
14)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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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product’가 어떠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당국이 제품의
주된 작용 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판례법 상 약리학적, 면역학적, 혹은 신진대사적으로 주로
작용하지 않는 제품은 의료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단에 의해 인체 내에서 주요
의도된 작용을 하는 제품은 MA 지침 상의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15)16)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대하여 기기에 부속하여 작용하는 물질은 주된 작용 방식이 MA 지침 상의 의약품의
방식이 아니고, 이러한 물질은 통합된 기기에 부속하는 작용을 수행하는 한 의료 기기로부터

IP Insight

독립적으로 분류될 수 없고17), 이러한 물질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MA 지침 상의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물질은 SPC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8)
둘째,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의 의견과는 반대로 문언 상 의료기기 관련
지침의 의료 기기의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에는 MA 지침 상 제공되는 절차와 동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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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줄만한(equivalent or comparable to)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19)고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물질이 의료기기 관련 지침 Annex I의 section 7.4에 따라 MA
지침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에 따라 평가된 경우 물질의 유용성, 품질 및 안정성이
의약품으로서의 물질의 사용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에의 물질의
통합의 의도된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되므로20) 이러한 물질은 그 품질, 안정성 및 유용성이
MA 지침의 Annex I에서 특정된 방법으로 유추하여 확인된 경우라도 SPC 규정의 Article 2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21) Article 3(b)와 관련하여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 기기의 일체를
형성하는 물질로서 사전 허가가 적용된 ‘product’는 승인될 수 없으며22) Article 4는 의약품으로
사용된 ‘product’만을 보호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였다.23)
유럽사법재판소는, SPC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규정의 타이틀(title) 및 Recitals
3, 4 및 9 내지 10으로부터 EU 법안은 의약품에만 SPC의 승인을 유보하고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에 보조적인 제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배제하기로 의도한 것이 분명하고,24) 결론적으로
SPC 규정 Article 2는, 의료기기 관련 지침 Annex I의 section 7.4의 평가가 물질에 적용된
경우라 하여도 의료기기 관련 지침 상의 사전 허가 절차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목적에 비추어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 절차로 취급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5) judgment of 3 October 2013, Laboratoires Lyocentre, C-109/12, EU:C:2013:626, at paragraph 44.
16)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3.
17)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4.
18)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5.
19)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6.
20)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8.
21)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41
22)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43.
23)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34.
24) judgment of 25 October 2018, Boston Scientific, C-527/17, EU:C:2018:867, at paragraph 44.

132

Ⅴ. 시사점
SPC 제도는 의약품 허가 등으로 인하여 손실된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우리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SPC 규정의 ‘product’에 대하여는 유럽 국가 간의 판결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여 왔다. 특히 복합 기기에 대한 인증 절차가 MA 절차와 동일한지와 관련하여서
헤이그 지방 법원은 긍정적인 입장이나 영국 특허청25)은 반대 입장이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

EU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린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판시한 예가 있으나,
“Aminosylan beschichtete Eisenoxid-Nanopartkeli” 사안 등26)에서와 같이 SPC 승인을
부정한 것도 있다.
대상 판결은, SPC 제도의 취지 및 SPC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고려하여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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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의료기기 지침 상의 허가의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MA 지침 상의 시판 허가의 대상인
의약품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본안인 독일 항소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입장이다.
대상 판결은 그 간의 복합 기기에 연관된 유럽 국가 간의 판결 불일치 해소의 가능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복합 기기를
비롯하여, MA 지침에 따른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이외의 제품은 SPC 제도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 등록(추가 보호)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관련 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판매를 위한 허가가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SPC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5년 10월 28일 단일 시장의 개선27)이라는 주제로,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위원회는 유럽 지식 재산권 프레임워크의 보완28)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유럽
위원회는 통합 특허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단일 특허 및 단일 SPC
제도 하에 국가별 특허 및 국가별 SPC가 함께 작용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을
꼽았다. 유럽 위원회는 제품에 대해 시판 허가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에서 유럽 연합
기반의 제조 및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SPC 보호의 재조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럽 위원회는 현행 SPC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단일 SPC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 유럽 위원회는 SPC와 관련한 연구 보고29)를 발행하였다.

25) U
 K IPO, BL O/466/15, Decision of 6 October 2015 “Angiotech Pharmaceuticals Inc. 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6) BPatG, “Aminosylan beschichtete Eisenoxid-Nanopartikeli”, 14 W (pat) 45/12 [2016] GRUR 582
27) Upgrading the Single Market: more opportunities for people and business.
28) 3.3. Consolidating Europe’s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29) ‘a Study and annexes on the legal aspects of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in the EU’, Max Plan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May 2018; ‘a Study of the economic impact of supplementar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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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에서, 단일 SPC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합의된 바는 없으나, 막스 플랑크에 의해
수행된 연구 및 조사에서 의료 기기에 대한 보호 연장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SPC를 허용하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각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후 시행될 유럽 특허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행 SPC 제도는 개선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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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pharmaceutical incentives and rewards in Europe’, Copenhagen Economics,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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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에 명시하지 않은 유효성분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의
추가 보호(SPC) 인정 기준을 제시한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판시사항

기초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들 청구항들 중 어느 하나에 물건이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한 이러한 물건은 SPC 규정 Article 3(a)에서 의미하는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해 당업자의 관점 및 선행 기술에 비추어 기초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이러한 유효 성분들의
조합이 필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부합해야하고
당해 특허에 개시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유효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시사점

이러한 판결은 당업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SPC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제약업체들이 부실 특허를 이용하여 복합제의 유효성분을 바꾸어 가며 SPC를
신청하여 특허의 존속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출원인은 복합제를 출원 시 다양한 유효성분에 대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로,
제네릭 업체들은 대상 특허의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유효성분의 기능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이 사건 판결을 침해 절차 등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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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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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에 명시하지 않은 유효성분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이
SPC Article 3(a)의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U

쟁점

EP (UK) No. 0 915 894
SPC/GB05/041
Article 3(a) of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469/2009/EC
of 6 May 2009 concerning

1)

1)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개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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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청구항에 명시하지 않은 유효성분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이 SPC Article 3(a)의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종래 판례법 상
기초 특허의 청구항이 구체적이고 필수적으로 이러한 의약품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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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기초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들 청구항들 중 어느 하나에 물건이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한 이러한 물건은 SPC 규정 Article 3(a)에서 의미하는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해 당업자의 관점 및 선행 기술에 비추어 기초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이러한 유효 성분들의 조합이 필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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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부합해야하고 당해 발명에 개시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유효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Ⅲ. 사건의 경과
SPC(Supplement Protection Certificate)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 등으로 인해 당해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기간, 즉 존속기간 연장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Regulation 469/2009/EC(이하 SPC 규정)2) Article 3은 추가 보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Article 3(a)에서는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3)일 것을 요구한다.
Gilead 사는 ‘Truvada’라는 명칭의 HIV4)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위 의약품은 복합적 효능을 가지는 두 유효 성분, i)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TD)5) 및
ii) 엠트리시타빈6)을 포함한다. Gilead 사는 2005년 12월 21일 상기 의약품에 대하여

2) E
 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469/2009/EC of 6 May 2009 concerning the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for medicinal products
3) A
 rticle 3 Conditions for obtaining a certificate
A certificate shall be granted if,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7 is submitted and at the
date of that application:
(a) the product is protected by a basic patent in force;
(b) a valid authorisation to place the product on the market as a medicinal product has been granted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2001/83/EC or Directive 2001/82/EC, as appropriate;
(c) the product has not already been the subject of a certificate;
(d) the authorisation referred to in point (b) is the first authorisation to place the product on the market as a medicinal product.
4)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5) tenofovir disoproxil
6) emtricita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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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7)로부터 시판 허가8)를 받았다. 또 Gilead 사는 이 사건 기초 특허 ‘EP(UK) No. 0 915
894’를 1997년 7월 25일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2003년에 등록받은 후 영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기초 특허는 2017년 7월 24일에 만료되었다. Gilead 사는 이 사건 기초
특허의 청구항 27 및 위 시판 허가에 기초하여 ‘TD 및 엠트리시타빈을 포함하는 조성물’9)에
대하여 SPC를 획득하였다.
이 사건 기초 특허의 청구항 27은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및 임의의 다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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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함께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25 중 어느 하나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치료용 조성물”10)을
청구하며, 청구항 25에는 TD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된 화합물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약학 제제가 개시되었지만, 개별 화합물 혹은 이러한
화합물의 특정 용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러한 화합물이 ‘다른 치료
성분’과 관계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치료성분’이라는 용어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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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정의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초 특허의 우선일에 인간의 HIV
치료에 대해 엠트리시타빈이 당업자(person skilled in the art)에게 알려진 효과적인 약제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다른 명령에서 판단된 바 있고, EMA는 2003년까지 엠트리시타빈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Teva 사는 Gilead 사의 SPC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Teva
사는 Gilead 사의 SPC가 SPC 규정 Article 3(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1월 13일
이 사건 본안 절차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11)12)에 SPC 규정 Article 3(a)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건이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질문을 예비
판결에 회부하였다.

Ⅳ. 유럽사법재판소의 예비 판결
Gilead 사는 판례법 상 물건이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이러한 청구항이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물건에 관계되어야 하고13), 청구항 27의 ‘다른 치료 성분’이라는 표현은
7) European Medicines Agency
8) marketing authorisation
9) C
 omposition containing both Tenofovir disoproxil, optionally in the form of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 hydrate,
tautomer or solvate, together with Emtricitabine.
10)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 compound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1-25 together with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carrier and optionally other theraeutic ingredients.
11)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2)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협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유럽사법재판소를 호칭할 때는 CJEU 및 ECJ가 혼용되고 있는데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시스템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 CJEU로 호칭하며, CJEU의 최고판결기관인 Court of Justice를 호칭하는 경우에는 주로 ECJ라고 호칭한다.
13) 12 December 2013, Eli Lilly and Company , C493/12, EU: C:2013:835, at paragraph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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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엠트리시타빈과 관계되므로 TD와 엠트리시타빈 복합제는 SPC 규정
Article 3(a)를 만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유럽사법재판소는 SPC 규정 Article 3(a)에서 의미하는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이기 위해서는 EPC Article 6914) 및 Article 69의 해석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보호의
범위 규칙’을 적용하여 물건이 기초 출원의 보호 범위 내일 것이 요구되지만, 기초 출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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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라는 사실이 충분요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기존 판결의 SPC 규정 Article 3(a)는
원칙적으로 EPC의 Article 69 및 Article 69의 해석에 관한 의정서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해석된 바에 따른 청구항에 기초하여 청구항이 암시적이지만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유효 성분에 관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기초 특허의 청구항에서 기능적 정의가 제시된
유효 성분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인용하였다.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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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판례법 상 공중 보건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 관계를
고려하면 SPC가 발명에 연관된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를 넘어서는 보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 및 유럽연합 내 연구 장려와 관련 공중
보건의 이익의 조화에 대한 요구에 반하는 것이므로18)19), 기초 특허의 특허권자들이 SPC를
획득함으로써 특허의 대상으로서의 발명(invention covered by patent)에 허용된 바를
넘어서는 보호를 누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SPC 규정 Article 3(a)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초
특허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으로부터 나타나는 바에 따라 발명의 범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20) SPC가 허용되는 대상(subject matter)은 특허에서 청구된 바와
같이 기초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invention covered by a basic patent)의 기술 설명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테스트 1), 2)가 포함된다고 보았다.21)
1) SPC의 대상인 물건이 필수적으로 당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invention covered

14) A
 rticle 69 Extent of protection
(1)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European patent or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laims. Nevertheless,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shall be used to interpret the claims.
(2) For the period up to grant of the European patent,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laims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as published. However, the European
patent as granted or as amended in opposition, limitation or revocation proceedings shall determine retroactively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application, in so far as such protection is not thereby extended.
15) Eli Lilly & Co Ltd v Human Genome Sciences Inc [EU:C:2013:835], Case C-493/12 [2014] RPC 21.
16)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36.
17) 12 December 2013, Eli Lilly and Company, C493/12, EU:C:2013:835, at paragraph 39.
18)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1.
19) 12 March 2015, Actavis Group PTC and Actavis UK, C577/13, EU:C:2015:165, at paragraph 36.
20)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3.
21)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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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patent)에 부합하는지가 반드시 당업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적인 지식, 기초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비추어 당업자가 의심의
여지없이 기초 특허의 청구항에 관련된 물건이 해당 특허에 의해 개시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양(specification)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2)
2) SPC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면 물건이 기초 특허의 대상으로서 발명(invention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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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basic paten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해당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선행 기술 및 특허에 개시된 모든 정보에 비추어 당해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물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23)

요약하면, 유럽사법재판소는24) 기초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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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들 중 어느 하나에 물건이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한 물건은 SPC 규정 Article
3(a)에서 의미하는 효력을 가지는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해, 당업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선행 기술에 기초하여 기초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이러한 유효 성분들의 조합이
필수적으로 특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invention
covered by the patent)에 부합해야하고 당해 특허에 개시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유효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25) 이 사건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초
특허 청구항 27의 ‘임의의’라는 용어와 관련된 ‘다른 치료 성분’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기초
특허의 청구항이 필연적이고 구체적으로 물건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 맡겼다.
2018년 9월 12일 본안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2018년 7월 25일의 CJEU의 예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이 사건 Gilead 사의 SPC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V. 시사점
SPC 제도는 의약품 허가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허 보호기간을 허용해주는 우리 특허법 상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 2)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유럽특허협약 SPC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SPC를
허용하는 대상은 ‘특허’ 그 자체가 아니라 ‘기초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이다. 여기서
‘보호되는’의 해석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특허권자가 초기

22)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8.
23)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9.
24)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52.
25)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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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서 의도하였던 것 보다 넓은 청구범위를 가지도록 작성되므로 ‘보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제약업체들이 부실 특허를 이용하여 유효 성분을 바꾸어가면서 전략적으로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특허권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발명까지도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EPC Article 69 및 이의

IP Insight

해석에 관한 협약에서의 ‘보호’는 SPC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여 SPC의
요건으로서의 ‘보호’와 특허보호범위와의 관계를 밝혔다. 이는 2013년 Eli Lilly 사안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언급한 ‘필수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표현이 특허보호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사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필수적이고 구체적인’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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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업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선행 기술에 기초하여 기초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이러한 유효 성분들의 조합이 필수적으로 특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invention covered by the patent)에
부합해야하고 ii) 당해 특허에 개시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유효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SPC에 관한 기존 법원들의 판결에서 ‘효력을 가지는 기초 특허의 보유자들이 기초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대상(subject matter)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 판매를 할 때마다 SPC를 획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26)27) 당업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SPC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 사건 영국 고등법원 역시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i), ii)의 테스트는
단순히 특허보호범위의 테스트라기보다는, 당업자가 당해 특허 및 공통된 일반 지식으로부터
당해 물건이 특허에 의한 기술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SPC 규정상의 ‘보호’는 침해 판단 등에서의 특허보호범위보다 더 좁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제약업체들이 부실 특허를 이용하여 복합제의
유효성분을 바꾸어 가며 SPC를 신청하여 특허의 존속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출원인은 복합제를 출원시 다양한 유효성분에
대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로, 제네릭(generic) 업체들은 대상 특허의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유효성분의 기능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살펴서

26)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42.
27) 12 March 2015, Actavis Group PTC and Actavis UK, C577/13, EU:C:2015:165, at paragraph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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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절차 등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초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HIV의 치료 목적의 TD 및 엠트리시타빈 복합제의 효능에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당업자가 특허의 출원일
혹은 우선일에 선행 기술에 기초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TD와 결합된 엠트리시타빈이
필수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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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28)고 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인 영국 고등법원이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29).
이에 대해 Gilead 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관할을 초과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영국
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해석을 적용한 것은 국내 법원을 보조하고자 한 것이며 국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Gilead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0) 결국 영국고등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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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ead 사의 SPC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28)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56.
29) 25 July 2018, C-121/17, EU:C:2018:585, at paragraph 55.
30) 18 September 2018, [2018] EWHC 2416, at paragrap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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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에 관한 영국웨일스 고등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IP Insight

쟁점

수치한정발명에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해석에 채택되는 접근법은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 채택된 접근법과
다르지 않고, 균등론은 변형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건

판시사항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실시 발명은 이 사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고, 구연산 항응고제가 0.10M 대신 0.136M인 경우에
청구항 1의 발명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 것이고,
우선일에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알고 이러한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가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며,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에서 0.1M의 수치에 엄격한 준수가 의도된 것이라는 충분히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자가 관련 수치의 엄격한 준수가 발명의 개념의 필수적 요건임을
의도한 것이어서 실시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

시사점

이 사건 법원은 Actavis 사건에서 영국대법원이 균등론을 채택한 이후 수치 청구항에 대하여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여 수치 청구항에 대하여도 이러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영국에서는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출원 경과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 등은
출원 과정에서의 보정이나 의견 등이 청구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기재된 수치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수 요건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심급

1 심 (원 심)

당사자

원고

Regen Lab SA

피고

Estar Medical Limited,
Estar Technologies Limited,
Medira Limited, Lavender Medical
Limited, Antoine Turzi

반소
원고

Estar Medical Limited,
Estar Technologies Limited,
Medira Limited, Lavender Medical
Limited, Antoine Turzi

반소
피고

Regen Lab SA

법원

영국웨일스 고등법원 (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

사건번호

[2019] EWHC 63 (Pat) (Case No. HP-2017-000018)

판결일자

2019년 1월 18일

판결결과

특허 무효/침해 인용

관련 지재권

EP2073862

참조법령

EPC Article 84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수치한정발명에 Actavis v Eli Lilly 사안에서 영국 대법원 판결이 채택한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42

Ⅱ. 판시사항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해석에 채택되는 접근법은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 채택된
접근법과 다르지 않고, 균등론은 변형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건 실시 발명은 이 사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고, 구연산
항응고제가 0.10M 대신 0.136M인 경우에 청구항 1의 발명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 것이고, 우선일에 당해 분야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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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알고 이러한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가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며,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에서 0.1M의 수치에 엄격한 준수가 의도된
것이라는 충분히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자가 관련 수치의 엄격한 준수가 발명의
개념의 필수적 요건임을 의도한 것이어서 실시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Ⅲ. 사건의 경과
Regen Lab(이하 이 사건 원고)는 ‘혈소판 농축 혈장 혹은 PRP로 알려진, 혈소판 및
다른 인자가 농축된 혈장(이하 PRP라 함)의 제조 방법’에 관한 유럽 특허 EP2073862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원고는 ESTAR Medical 사 등(이하 이 사건 피고)1)이 영국에서
결과적으로 특허된 방법에 따른 PRP를 제조하도록 사용되는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영국웨일스 고등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특허 침해의 소2)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피고들은 신규성,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반소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Actavis v. Eli Lilly 사안에서 대법원에 의해 채택된
균등론이 수치를 특정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수치 청구항(numerical claims)이라
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법원은 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실시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일반 해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치
청구항에도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실시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균등 범위에 속하여
직접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특허는 폴리에스테르 계

1) Estar Medical Limited, Estar Technologies Limited, Medira Limited, Lavender Medical Limited, Antoine Turzi.
2) Act. 1977의 sections 60(1)(b)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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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소트로피컬겔 및 0.10 M(몰농도)의 구연산 나트륨 완충 용액을 함유하는 분리기 튜브
내에서 혈액을 원심분리하는 방법이고 이 사건 피고들의 공정은 트리스 (2-에틸헥실)
트리멜리테이트 함유하는 틱소트로피컬겔 및 0.136 M의 구연산 나트륨 완충 용액을
사용3)하며, 트리스(2-에틸헥실) 트리멜리테이트는 폴리에스테르 계가 아니고 수치한정
청구항의 해석에서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혹은 유효 숫자의 수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바와 같이 0.136 M은 0.10M과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음을 우선 밝힌다.

IP Insight

Ⅳ. 법원의 판결
이 사건 법원은 2017년 Actavis 사건에서 보호범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한 Actavis
사안4)에서의 영국 대법원의 입장5)6)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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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보호의 범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은 이하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i) 일반
해석(normal interpretation)의 문제에 있어서 청구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ii)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중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형한 것이어서 이러한
변형이 침해인지 여부이다. ii)는 아래의 세 가지 improver question에 의해 결정된다:
a) 특허의 관련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변형이 발명, 즉, 특허에서
개시된 발명의 개념(inventive concep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가? b) 우선일에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알고, 이러한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가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가? c)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발명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의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상기 a), b)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Yes’이고 c)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No’이면 균등침해에 해당한다).

일반 해석(Normal construction)
이 사건 법원은 단계 i)의 일반 해석(이하 모두 normal construction)에서 목적론적
해석(purposive interpretation)이 수행되며, 이는 기존의 Kirin 사건7)에서의 단일 목적론적
해석(single purposive construction)과는 다르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인용하였다. 앞서

3) p
 rocess made use of a thixotropic gel which contained Tris (2-ethylhexyl) trimellitate and a buffered sodium citrate
solution at 0.136 M.
4) Actavis UK Ltd v Eli Lilly & Co [2017] UKSC 48; [2017] RPC 21.
5) Icescape 사건(각주 6)에서 항소법원의 판사 Kitchen LJ의 요약 참조.
6) Court of Appeal in Icescape Limited v Ice-World International BV [2018] EWCA Civ 2219.
7) Kirin-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Ltd [2005] RP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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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원은 청구항 일반 해석 상 이 사건 발명은 피고의 실시 발명과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수치 청구항(Numerical claims)
이 사건 피고는 항응고제(anticoagulant)는 청구항 1에 명시된 0.10 M이 아닌 0.136 M로
차이가 있으며, 균등론은 수치 청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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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법원은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해석에 적용 채택되는 접근법은 다른 청구항과
관련하여 채택된 접근법과 다르지 않다”는 기존 판례법8)을 인용하고, 영국 대법원이 Actavis
사안에서 이러한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법원은 Actavis 사안에 따라
균등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서 명세서를 전체로서 고려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침해 물건 혹은 방법이 청구범위 밖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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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균등론의 세 번째 Imporover question에 도달하면,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
우선일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측은 수치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있어서 침해 물건 혹은 방법이
청구범위 밖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이유가 통상의 기술자를 특허권자가 관련 수치의
엄격한 준수가 발명의 개념의 필수적 요건임을 의도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이 사건 법원은 첫째로, 이러한 시각은 수치 청구항을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범주에 처하게 하고, 둘째로, 청구항의 일반 해석이 Kirin-Amgen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보다 더 좁아질 수 있으며, 피고의 의견에 의하면 Actavis 사안에서의 영국 대법원 판결은
수치 청구항의 범위를 더욱 좁히는 효과가 있고 이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의 근원인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해석에 있어서 수치 한정은
이 사건 침해 물건 혹은 방법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지만, 변형이 청구항에
정의된 것과 충분히 균등한 수치를 가지므로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Improver question의 적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9) 특히 구연산 나트륨 완충 용액은 0.136
M이고 청구항에 기재된 0.1M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원은 Improver
question a), b), c)를 적용하였다.
질문 a)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실시발명의 두 가지 차이를

8) J ushi Group Co. Ltd v OCV Intellectual Capital LLC [2018] EWCA Civ 1416. Floyd LJ, Smith & Nephew Plc v Convatec
Technologies Inc [2015] R.P.C. 32. Kitchin LJ.
9) It seems to me that in principle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as a matter of normal construction a numerical limit
cannot be stretched to cover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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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 특허 방법이 피고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의 비-중합체(nonpolymeric) 틱소트로픽겔을 사용하고 구연산 항응고제가 0.10M 대신 0.136M인 경우에
청구항 1의 발명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질문 b) 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질문 c) 에 있어서 이 사건 법원은 청구항 1의 ‘문언적’ 의미는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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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균등론은 변형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고는 언급된 수치는 0.1M이 아닌 0.10M
농도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법원은 0.10M은 균등론이 아닌 일반 해석상의 문제에서
권리범위가 0.136M 까지 미치느냐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0.1M
대신 0.10M의 추가적인 소수점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증거는 구연산 나트륨의
몰농도가 발명의 개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우선일에 통상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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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게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에서
0.1M의 수치에 엄격한 준수가 의도된 것이라는 충분히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yes’ 이며, 이러한 사항은 특허 명세서 혹은 통상의 기술자의 공통된 일반
지식에서 나올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표시는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실시 발명은 이 사건 청구항의 일반 해석에 속하지 않고,
구연산 항응고제가 0.10M 대신 0.136M인 경우에 청구항 1의 발명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사용된 것이고, 우선일에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알고 이러한 변형이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지가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며,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에서 0.1M의 수치에 엄격한 준수가 의도된
것이라는 충분히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자가 관련 수치의 엄격한 준수가 발명의
개념의 필수적 요건임을 의도한 것이어서 실시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하여 직접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Ⅴ. 시사점
특허의 보호에 있어 청구범위의 해석 및 특허의 보호 범위는 오랜 논의의 대상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중심한정주의를 취할 것인지 주변한정주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특허의 보호 범위에 있어서는 균등론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2017년 Actavis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균등론을 채택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균등론이 채택됨에 따라 수치로 한정되는 형식의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본문의 수치 청구항)에서 이러한 수치에 대하여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또한
문제된다. 일반 언어적 표현의 청구항의 경우에 비해 수치 청구항의 경우에 명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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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특허발명의 수치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수치한정발명에도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10) 미국의 경우에도 수치한정발명에 균등론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 Abbot Laboratories v. Dey11)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수치범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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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문언범위를 제한하는 반면에, 수치범위를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균등론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안에서, 전문가 증언에 의하면 피고 실시제품과 같이
95%의 인지질 함량으로도 청구범위의 인지질 함량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1심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수치 또는 수치범위와 함께 ‘약’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언침해에서 ‘약’ 등의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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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통하여 균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균등침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12) 독일은 영국과는 달리 침해판단 시 문언침해 이외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하여 왔다.
수치한정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치 또는 범위로 제한되지만, 균등론의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수치에 의한 한정은 언어보다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보호범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균등론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존 영국 법원은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서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보호범위 해석의 일반원칙은 수치한정발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13) 이 사건 법원은
Actavis 사안에서 영국대법원이 균등론을 채택한 이후 수치 청구항에 대하여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여 수치 청구항에 대하여도 이러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균등론의 적용을 부정하면 기존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는 것보다 수치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더 좁게 되고 영국대법원이 균등록을 채택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그 표현이 구체성을 띈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치한정발명에 대하여도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대한 제3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균등침해를 부정한다면 다른 청구항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도 다른 발명과 같이 균등론을 적용하되, 엄격한 해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대법원 2001.8.21. 선고 99후 2372 판결; 2005.4.29. 선고 2003후 656 판결 등 참조.
11) Abbot Laboratories v. Dey, L.P., 287 F.3d 1097, 1105-1108 (Fed. Cir. 2002).
12) Cohesive Technologies, Inc. v. Waters Corp., 543 F. 3d 1351, 1372(Fed, Cir. 2008) 참조.
13) Kirin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Ltd. [2005] RPC (9) 169, 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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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범위의 확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출원 경과가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 법원은
Actavis 사안에서 (a) 특허 명세서 기재로 국한하여 청구항을 해석하는 것이 논점을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또는 (b) 출원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항을 해석하는 것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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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출원 경과가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입장을
인용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출원인 등은 출원 과정에서의 보정이나 의견 등이 청구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재된 수치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수 요건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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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하여야하는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판시사항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는 해당 조항의 의미 상 혼동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요소의
전반적 분석에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결합 상표의 일 요소를 배제하거나 사전적이고 영구적으로
이러한 요소에 제한된 중요성을 부여하는 권리불요구에 대한 국내 입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사점

대상 판결은 혼동가능성은 권리불요구와 상관없이 법원의 기존 판례법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혼동가능성 판단에서 각 표장들의 식별력 있고
지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대상 판결은 권리불요구에 관한 스웨덴
국내 법조항이 혼동가능성 판단에 있어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판례법 및 Directive 2008/95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연합상표규정에서 권리불요구 규정이 삭제된 것에 반하여, 일부
국내법에서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럽상표시스템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절차상
통일 혹은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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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결 (Preliminary ruling)

Svea 항소 법원의
예비 판결 요청

법원

Svea 특허 및 시장 법원
(Patents and Market Court,
Sweden)

Svea 항소 법원
(Svea Court of Appeal, Patents
and Market Court of Appeal,
Stockholm, Sweden)

유럽사법재판소
(ECJ of CJEU 1) )

사건번호

PMA-10952/16

PMOA-97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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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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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인용

예비 판결 요청 결정

-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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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권리불요구와 함께 등록된 경우 후행 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판단 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EU

쟁점

`ROSLAGSÖL'
Directive 2008/95/EC — Article 4(1)(b)

1)

1)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개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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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상표가 권리불요구와 함께 등록된 경우 Directive 2008/95 Article 4(1)(b)2)의
후행 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판단 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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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이 사건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는 해당 조항의 의미 상
혼동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요소의 전반적 분석에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결합 상표의
일 요소를 배제하거나 사전적이고 영구적으로 이러한 요소에 제한된 중요성을 부여하는
권리불요구에 대한 국내 입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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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유럽연합상표규정 및 스웨덴 국내법) 개정 전 유럽연합상표규정3)의 Article 37(2)4)는
권리불요구 제도에 관해 규정하였으나5) 최근 개정 유럽연합상표규정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스웨덴 법6)의 제2장 제12항 제1호7)는 상표에 그 자체로는 등록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이 독점의 범위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야기 할 수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등록시점에 권리불요구에 의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7년 스웨덴 회사 Norrtelje Brenneri Aktiebolag(이하 ‘Norrtelje’ 사)는 이하 표 1의

2) Article 4.
1.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or, if registered,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b) if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s,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earlier trade mark.
3) A
 rticle 37(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OJ
2009 L 78, p. 1., Article 38(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OJ 1994 L 11, p. 1)를 동일한 용어로 대체.
4) Regulation (EU) 2015/2424 등의 규정은 Regulation No 207/2009를 대체.
5) A
 rticle 37(2). Where the trade mark contains an element which is not distinctive, and where the inclusion of that
element in the trade mark could give rise to doubts as to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rade mark,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may request, as a condition for registration of said trade mark, that the
applicant state that he disclaims any exclusive right to such element. Any disclaimer shall be published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or the regist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as the case may be.
6) the Varumäkslagen (2010:1877) (Law No 1877 of 2010 on trade marks, ‘the Law of 2010’).
7)if a trade mark contains an element which cannot be registered by itself and there is a clear risk that registration may
give rise to uncertainty as to the scope of the exclusive right, that element may be excluded from protection at the
time of registration, by a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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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도형으로 된 표장을 국내 상표(이하 '선행 상표')로 니스 분류 제33 류의 알콜성
음료에 대하여 등록받았다. 스웨덴 특허청8)은 'Roslags'라는 용어가 스웨덴의 지역을 지칭하고
'Punsch'라는 용어가 등록된 상품 중 하나를 설명하는 한 선행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권리불요구를 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표는 ‘등록은 RoslagsPunsch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권리불요구와 함께 등록되었다. 한편, 2015년 12월 16일
Hansson은 스웨덴 특허청에 니스 분류 제32 류의 비 알코올성 음료와 맥주 제품에 대하여
문자 표장 `ROSLAGSÖL'을 국내상표 출원하였다.

EU

선행 상표

Hansson의 이 사건 표장

`ROSLAGSÖ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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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6년 7월 14일, 스웨덴 특허청은 선행 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표장을 거절하였다. 스웨덴 특허청은 기술적 표시인 'Roslags'라는 단어가 두 표장의
지배적인 요소이므로 다른 단어나 도형적 요소가 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사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표장은 동일한 판매 네트워크에 의해 유통될 수 있고 동일한 고객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Hansson은 권리불요구에
의해 보호에서 제외된 요소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표장 간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스웨덴 특허 및 시장 법원9)에 소 제기하였다.
그 사이에 지리적 명칭의 비독점적 특성에 관한 스웨덴 특허청의 실무는 특히 1999년
5월 4일 Windsurfing Chiemsee 판결의 결론10)을 반영할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로 인해
'Roslags'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이 사건 상품에 대해 식별력이 있어 선행
상표에 의해 생성되는 전반적인 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0월 24일 스웨덴
특허 및 시장 법원은 Hansson의 상표 출원은 혼동가능성이 없어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Hansson의 소를 인용하였다. 스웨덴 특허 및 시장 법원은 권리불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관된 용어는, 선행 표장에 의해 제공되는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표장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한 혼동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8)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
9) Patent- och marknadsdomstolen (Patents and Market Court, Sweden).
10) judgment of 4 May 1999, Windsurfing Chiemsee (C 108/97 and C 109/97, EU:C:1999:230), at paragraphs 31 an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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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웨덴 특허청은 Svea 항소 법원11)에 항소하였고, Svea 항소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된 요소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예비
판결에 회부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IP Insight

1. Svea 항소 법원의 판시사항
Svea 항소 법원은 Directive 2008/9512)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동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상표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야 하고 소비자 인식은 혼동가능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례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등록 당시 상표의 일 요소가
명시적으로 권리불요구에 의해 보호에서 제외되어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분석할 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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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권리불요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Svea 항소 법원은 Directive 2008/95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동가능성의 분석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권리불요구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에
대한 국내 법원들의 판례법이 통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본안에 계류하고 아래의
질문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예비 판결에 회부하였다.
(1) [Directive 2008/95]의 Artlcie 4(1)(b)는 반드시 혼동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수행되는
모든 관련 요소의 전반적인 평가가 등록 상표의 보호로부터 상표의 요소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 즉 소위 권리불요구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에 대한 답변이 긍정이라면, 이러한 요소가 사실상 선행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고
중요한 경우에도 관련 당국이 이를 고려하되 더욱 제한된 중요성을 부여하여 위 요소가
식별력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권리불요구가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인 경우에도,
권리불요구가 다른 방식으로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
유럽사법재판소는 원심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가 반드시
11) Svea hovrätt, (Svea Court of Appeal, Patents and Market Court of Appeal, Stockholm, Sweden).
12)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2008/95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16일에 발효된 상표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준용하기 위한 Directive (EU) 2015/2646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다만, 본안은 이 사건 출원일의 관점에서 Directive
2008/95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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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의 의미 상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요소 분석에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결합 상표(complex trade mark)13)의 일 요소를 배제하거나 해당 분석에서 사전에
영구적으로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권리불요구에 대한 국내 입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법 상 상표의 필수 기능은 혼동가능성 없이 다른 출처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 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EU

출처를 확인하는 것임14)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유럽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자국 법에 표장을 상표로 등록 할 때 권리불요구를 기록할 수 있지만 판례법 상
권리불요구는 Directive 2008/95의 recitals 8 및 10에서 언급된 Directive 2008/95가
추구하는 목표, 즉 상표 등록 요건이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며 모든 회원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상표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데 의문이 없어야 한다15)고 하였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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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법 상 혼동가능성의 존재는 수많은 요소, 특히 시장에서 상표의 인식,
상표와 표장 간 유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 간 유사성 등에 의존하고 따라서 혼동가능성은
특정 사례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판단해야하며16) 대상 표장의 외관, 칭호
또는 개념상 유사성과 관련된 전반적 평가는 해당 상표에 의해 생성된 전체적인 인상에
근거해야하고 이 사건 표장에 대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 소비자 인식은 혼동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평균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표장 전체를 인식하고
다양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지 않는다는17)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첫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언급된 원칙과 모든 판례법에 비추어 볼 때,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결합 상표의 일 요소가 기술적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동가능성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 관련 요인의
분석에서 위 상표의 요소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불요구는

13) T
 he complex trademark consists of a composition of several elements, each of them having distinctive capacity,
the examination of which must be carried out by the judge in a fragmented way for each of them, although the
distinctive strength comes from the so called “heart of trademark”, 이탈리아 대법원(the Corte di Cassazione).
14) judgment of 16 September 2004, SAT.1 v OHIM, C 329/02 P, EU:C:2004:532, at paragraph 23; judgment of 8 June
2017, W. F. Gözze Frottierweberei and Gözze C 689/15, EU:C:2017:434, at paragraph 41.
15) s ee, by analogy, judgment of 26 April 2007, Boehringer Ingelheim and Others, C 348/04, EU:C:2007:249, at
paragraphs 58 and 59; judgment of 19 June 2014, Oberbank and Others, C 217/13 and C 218/13, EU:C:2014:2012,
at paragraphs 66 and 67; and judgment of 22 September 2011, Budějovický Budvar, C 482/09, EU:C:2011:605, at
paragraphs 30 and 32.
16) see, to that effect, judgment of 29 September 1998, Canon, C 39/97, EU:C:1998:442, at paragraph 16; judgment of
22 June 1999, Lloyd Schuhfabrik Meyer, C 342/97, EU:C:1999:323, at paragraph 18; and judgment of 10 April 2008,
adidas and adidas Benelux, C 102/07, EU:C:2008:217, at paragraph 29.
17) s ee, to that effect, judgment of 11 November 1997, SABEL, C 251/95, EU:C:1997:528, at paragraph 23; judgment of 22
June 1999, Lloyd Schuhfabrik Meyer, C 342/97, EU:C:1999:323, at paragraph 25; and judgment of 22 October 2015,
BGW, C 20/14, EU:C:2015:714, at paragraph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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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의 요건과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배제는
대상 상표 간 유사성과 선행 상표의 식별력 모두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Directive 2008/95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란 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왜곡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례법 상 표장 간의 비교는 각각의 식별력 있고 지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18) 이 사건 상표의 기술적 요소가 유사성
평가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 사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였다.19)

IP Insight

또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전적이고, 영구적으로 언급된 복합 상표의 요소에 식별력 결여를
부여하여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동가능성의 분석에서 이러한
요소가 제한된 중요성을 가지도록 하는 국내법 상 권리불요구는 동 조항의 요건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법원의 판례법에 따르면 관련 요인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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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어떤 경우에도 배제 할 수 없으며20), 셋째,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에서 의미하는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분석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은 해당 Directive의 체계에 허용되지 않는 보호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2008/95의 Article 4(1)(b)는 그 의미 상 혼동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요소의 전반적 분석에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결합 상표의 일 요소를
배제하거나 이러한 분석에서 사전적이고 영구적으로 그러한 요소에 제한된 중요성을 부여하는
권리불요구에 대한 국내 입법 조항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V. 시사점
권리불요구제도는 상표출원인으로 하여금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대신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유럽연합상표규정에서 권리불요구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유럽내
일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권리불요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의 효과는 Directive 2008/95에 규정된바가 없고 이에 대해 국가 별로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으며, 혼동가능성 판단 방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일반 원칙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였다.

18) s ee, to that effect, judgment of 22 October 2015, BGW, C 20/14, EU:C:2015:714, paragraph 36 and the case-law cited.
19) s ee, in that respect, order of 7 May 2015, Adler Modemäkte v OHIM, C 343/14 P, not published, EU:C:2015:310, at
paragraph 38.
20) s ee, in that respect, order of 29 November 2012, Hrbek v OHIM, C 42/12 P, not published, EU:C:2012:765, at paragraph
63, and judgment of 8 November 2016, BSH v EUIPO, C 43/15 P, EU:C:2016:837, at paragraphs 48 and 61 to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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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혼동가능성 판단 시 언급된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하거나, 언급된 요소가 상표의
지배적인 요소라면 제한된 중요성을 부여하여 판단하거나, 혹은 권리불요구와 상관없이
법원의 기존 판례법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표장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동 사안에서 법원은 정착된 판례법에서 명시한 분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국내법 상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혼동가능성 판단 시에는 표장들은 각각의 식별력 있고 지배적인 요소를

EU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 유럽사법재판소는 권리불요구에 관한 스웨덴 국내 법 조항은 혼동가능성 판단에
있어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판례법 및 Directive 2008/95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권리불요구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이지만 실체적으로는 각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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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웨덴 국내 법 상의 현행 권리불요구 제도는
유럽연합상표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최근 유럽연합상표규정에서 권리불요구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법에서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럽 내
상표시스템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절차상 통일 혹은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권리불요구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럽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TMEP 21)
1213.1022)은 혼동가능성 판단 시 해당 부분을 상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상표와의
유사를 판단은 권리불요구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상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동가능성 판단에 있어 이 사건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상표제도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안에 따르면 회원국 국내 상표 출원 절차 혹은 침해 절차에서 혼동가능성 판단 시
등록과정에서 권리불요구된 요소라 하더라도 각국 국내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21)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October 2018.
22) T
 MEP 1213.10. Disclaimer in Relation to Likelihood of Confusion, A disclaimer does not remove the disclaimed matter
from the mark. The mark must still be regarded as a whole, including the disclaimed matter, in evaluating similarity
to other marks. See In re Nat’l Data Corp., 753 F.2d 1056, 1059, 224 USPQ 749, 751 (Fed. Cir. 1985); Specialty
Brands, Inc. v. Coffee Bean Distribs., Inc., 748 F.2d 669, 672, 223 USPQ 1281, 1282 (Fed. Cir. 1984); Giant Food,
Inc. v. Nation’s Foodservice, Inc., 710 F.2d 1565, 1570, 218 USPQ 390, 395 (Fed. Cir. 1983); Schwarzkopf v. John H.
Breck, Inc., 340 F.2d 978, 144 USPQ 433 (C.C.P.A. 1965); In re MCI Commc’ns Corp., 21 USPQ2d 1534, 1538-39
(Comm’r Pat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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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fabric) 장식용 디자인은 ‘형상만으로 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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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쟁점

천 장식용 디자인을 포함하는 등록상표가 ‘형상만으로 된’ 표장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형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의 집합이나 윤곽선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표장이 비록 도형의 외부 윤곽선으로 구성된 형상을 나타낸 것일지라도, 형상과는 별개로 표장은 윤곽선의
내외부에 위치한 장식적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MANHATTAN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바, 이 사건 표장이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에서 의미하는 형상만으로 된 것이라는 의견은 채택될 수 없다.

시사점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은 기능성 원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위반 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천이나 종이 등에 사용되는 장식용 디자인은 Article 7(1)(e)(iii)의 ‘형상만으로
된 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천이나 종이 등에 사용되는 장식용 디자인은 개정 전 동 조항에
의해 거절되지 않을 것이며, 개정 후 규정에 의하여도 ’형상‘ 만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 규정에 의하면 ‘특징’ 만으로 된 표장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동 조항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의 ‘MANHATTAN’과 같은 문자를 표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Svenskt Tenn

항소인

O.K.
Textilis

피고

Ozgur Keskin (O.K.)
Textilis

피항소인

Svenskt Tenn

당사자

3 심 (예비판결)
Svenskt Tenn
O.K.
Textilis

법원

스톡홀름 지방법원
(District Court, Stockholm)

스베아 항소법원
(Svea Court of Appeal, Patents
and Market Court of Appeal,
Stockholm, Sweden)

유럽사법재판소
(ECJ of CJEU 1) )

사건번호

T-14506

PMT 3491-16

Case C-21/18

판결일자

2013년 11월 12일

2017년 12월 14일

2019년 3월 14일

판결결과

침해 인용/반소 기각

예비판결 회부

해당 없음

도형 표장 (등록번호 010540268)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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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 No 207/2009
Article 7(1)(e)(iii)

Regulation (EC) No 207/2009
Article 7(1)(e)(iii)

Regulation (EC) No 207/2009
Article 7(1)(e)(iii)

Ⅰ. 사건의 쟁점

1)

본 사안은 천 장식용 디자인을 포함하는 등록상표가 상품의 형상만으로 된 표장이어서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2)

Ⅱ. 판시사항

EU

‘형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의 집합이나 윤곽선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표장이 비록 도형의 외부 윤곽선으로 구성된 형상을 나타낸 것일지라도,
형상과는 별개로 표장은 윤곽선의 내외부에 위치한 장식적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MANHATTAN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바, 이 사건 표장이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에서 의미하는 형상만으로 된 것이라는 의견은 채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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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Svenskt Tenn은 가구, 가구용 직물 및 다른 장식용 악세서리의 판매업자이며, 건축가 Josef
Frank와 합작하여 1930년대에 본인이 저작권 보유자라고 주장하는 천 패턴 “MANHATTAN”을
창작하였다. 2012년 1월 4일 Svenskt Tenn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에 이하의 도형 패턴, MANHANTTAN(이하 이
사건 표장)을 지정하여 2012년에 니스 분류 상 11류(램프 쉐이드 등), 16류(테이블 보 등),
20류(가구), 21류(가정용품 등), 24류(직물 등), 27류(카펫 등), 및 35류(가구 판매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3)에 대하여 출원하고 등록번호 010540268로 등록받았다.
1)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개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2) N
 o 207/2009의 Article 7(1)(e) of Regulation No 207/2009 (부등록사유)
(ⅰ) 상품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형상 혹은 특징만으로된 표장;
(ⅱ) 기술적 결과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형상 혹은 특징만으로 된 표장;
(ⅲ)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는 형상 혹은 특징만으로 된 표장;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
(e) sign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ⅰ) the shape, or another characteristic, which results from the nature of the goods themselves;
(ⅱ) the shape, or another characteristic, of goods which is necessary to obtain a technical result;
(ⅲ) the shape, or another characteristic, which gives substantial value to the goods.’
3) lampshades (Class 11), table cloths, table napkins of paper; coasters of paper; wrapping paper; writing or drawing
books (Class 16), furniture (Class 20),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brushes; glassware, porcelain
and earthenware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Class 21), textiles and textile good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bed and table covers (Class 24), carpets; wall hangings (non-textile); wallpaper (Class 27), retail services connected
with the sale of furniture, cushions, mirrors, wallpaper, carpets, lamps, textile fabrics, textile products, fancy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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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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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kin(이하 O.K.)이 소유한 영국 회사 Textilis 사는 도형 표장 MAHATTAN과 유사한
패턴이 표시된 천과 인테리어 장식용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Svenkt Tenn은 스톡홀름
지방법원에 Textilis 사와 O.K.를 상대로 상표 및 특정 패턴에 대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소로서 Textilis 사는 MANHATTAN 상표의 무효를
요청하는 반소를 구하였다. MANHATTAN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피고는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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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상이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44)에 의하면, 첫째로, 식별력이 있는 한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표장은 유럽연합상표가 될 수 있고, 둘째로, MANHATTAN
표장은 Article 7(1)(e)(iii)의 ‘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반소를 기각하였다.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Textilis 사 및 O.K.가 이 사건 상표 ‘MANTTAN’을 침해하였으며, Svenskt
Tenn이 소유자인 저작권 역시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2013년 12월 17일 Textilis 사 및 O.K.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본안에서
Svenskt Tenn은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였으며 2017년 12월 14일 Svea 항소법원은 본안을
계류시키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5)의 예비 판결(preliminary ruling)에 회부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Svea 항소 법원의 판시사항

household and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tableware, glassware, porcelain, earthenware, candlesticks, paper
napkins, bags, jewellery, books and magazines (Class 35).
4) A
 rticle 4 of Regulation No 207/2009
‘A[n EU] trade mark may consist of any signs capable of being represented graphically, particularly words, including
personal names, designs, letters, numerals, the shape of goods or of their packaging, provided that such signs are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undertaking from those of other undertakings.’
5)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일반법원(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
협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CJEU는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일반법원 및 특별법원(Specialized Courts)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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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ea 항소 법원은 천과 같은 2차원(평면) 상품에 대해 2차원 표현으로 구성된 이 사건
MANHATTAN과 같은 도형 표장이 Article 7(1)(e)(iii)의 ‘형상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다. 항소 법원은 동 조항이 2차원 상품을 표현하는 2차원 표장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표장이 다양한 분류의 상품에 관계되거나 표장이 상품의 전체 혹은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거나 로고로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는 경우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다.

EU

또한 Louboutin6) 사건에서의 표장과는 달리 이 사건 도형 표장 MANHATTAHN은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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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원은 유럽연합상표지침(Directive)7) 207/2009가 '형상'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판례법 상 그 개념의 의미와 범위는 일상 언어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하며, 발생하는 맥락과 이를 포함하는 규칙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8)
상표법 문맥 상 ‘형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의 집합이나
윤곽선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9)
또 이 사건 법원은 유럽연합상표규정 No 207/2009의 Article 7(1)(iii)과 유사한 문언의 지침
2008/95의 Article 3(1)(iii)에 있어 등록 상표의 보호가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분의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위치에 해당 색상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에 특정 색상을
상품의 특정 위치에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표장이 ‘형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10)
이 사건 법원은 사실상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색상 그 자체에 연관된
표장과는 달리 본안에서 문제된 이 사건 표장은 2차원의 장식적 모티브로 구성되고 직물 혹은
종이와 같은 상품에 부착되며 선 및 윤곽선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표장이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이 의미하는 형상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비록 이

6) judgment of 12 June 2018, Louboutin and Christian Louboutin,C-163/16, EU:C:2018:423.
7)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즉 규정은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회원국법의 일부로 되므로, 그 성격은
연방법에 가깝다. 지침(Directive)은 규정처럼 자동적으로 회원국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보통 각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적 실시에 기한을 정하고 있다. 지침을 국내법에 입법하는 형식, 방법의 선택에는 회원국에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의 개폐, 재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침을 국내법에 일부에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강준모, p. 158, 각주 10)
8) judgment of 12 June 2018, Louboutin and Christian Louboutin,C-163/16, EU:C:2018:423, at paragraph 20.
9) judgment of 12 June 2018, Louboutin and Christian Louboutin,C-163/16, EU:C:2018:423, at paragraph 21.
10) judgment of 12 June 2018, Louboutin and Christian Louboutin,C-163/16, EU:C:2018:423, at paragrap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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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표장이 지형도의 일부를 양식화된 방식으로 나타낸 도형의 외부 윤곽선으로 형성되는
형상을 나타낸 것일지라도 이러한 형상과는 별개로 표장은 윤곽선의 내외부에 위치한 장식적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MANHATTAN’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사건 법원은 어느 경우이든, 2차원 장식적 디자인으로 구성된 표장이 해당 장식적
디자인과는 다른 형태인 직물 혹은 종이와 같은 상품에 부착되는 경우에 이러한 표장이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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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분리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의 의미 상 본안에서의 표장이
형상만으로 된 것이라는 의견은 채택될 수 없고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의 배제는
그러한 표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법원은 표장이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된다는 사실은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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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e)(iii)의 형상만으로 된 경우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물이나 종이와 같은
상품에 부착된 2차원 장식적 디자인으로 구성된 표장은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iii)의
‘형상만으로 된’ 표장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Ⅳ. 시사점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보호가 가능한 경우와 같이 기능적인 특성이 있는 표장은 자유롭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상표 등록이 제한된다. 상표제도에 의해서는 반영구적으로
권리확보가 가능하므로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상표로서도 보호된다면
특허나 디자인 제도에서 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는 i)상품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형상만으로 된 표장
ii)기술적 결과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형상만으로된 표장 iii)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는
형상만으로 된 표장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1)
식별력 있는 표장이라고 하여도 동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배제되어 동
조항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 조항에 해당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 하여도 상표등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표장이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더라도 Article 7(1)(e)의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주는
입체적 형상이라면 등록이 배제된다.

11) T
 he objective pursued by Article 7(1)(e) EUTMR is the same for all of its three grounds, namely to prevent the
exclusive and permanent rights that a trade mark confers from serving to extend the life of other rights indefinitely,
such as patents or designs, which the EU legislature has sought to make subject to limited periods, judgments of
18/09/2014, C-205/13, Hauck, EU:C:2014:2233, § 19-20; 14/09/2010, C-48/09 P, Lego brick, EU:C:2010:516, § 43;
06/10/2011, T-508/08, Loudspeaker, EU:T:2011:575,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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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법에 따르면 동 조항은 3차원 상품의 3차원 입체표장에, 혹은 3차원 상품의 2차원
표장에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천 등의 상품에 대해 장식적 디자인을 포함하는 표장과 같이
2차원 상품에 대하여 2차원 표장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형상’은
문맥 상, 해당 상품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의 집합이나 윤곽선으로 이해된다는 루부탱 사안에서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12)을 인용하고 상품의 윤곽을 포함하더라도 장식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상만으로 된 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어도 2차원 장식적
디자인으로 구성된 표장이 해당 디자인과는 다른 형태의 상품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형상만으로’

EU

된 표장이라는 이유로 Article 7(1)(e)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표장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여 ‘형상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3월 23일 시행된 개정13)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7(1)(e)에 의하면 ‘형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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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장 뿐 아니라 ‘특징만으로’ 된 표장 역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유럽심사지침서 등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바는 없어 이러한 표장이 동 조항에 의해
거절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패턴 등의 장식적 요소를 포함하는 표장을 등록시키기 위한
한 방법은 ‘만’으로에 해당하지 않도록 추가 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MANHATTAN’과 같은 문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한 형태일 수 있다.
한편, Article 7(1)(e)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천이나 종이 등에 대해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의 경우에는 Article 7(1)(b)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Stoffmuster 사의 패턴 표장에 대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일반법원은 상품 자체의
외형을 구성하는 입체 표장에 관한 기준은 상품 자체의 외형을 구성하는 도형 표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흔한 장식적 패턴을 구성하는 표장은 수요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상품 혹은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14) 우리 대법원 역시 구성요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된 표장이 ‘핸드백’에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외부 표면무늬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15)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고, 미국 상표
심사지침은 반복적인 패턴 표장(Repeating-Pattern Marks)은 장식적인 기능으로 인해 상품,
포장 또는 이와 관련되니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체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소비자는
이러한 패턴을 출처 표시가 아니라 장식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패턴 표장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정 상품 및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사용될 경우에 생성되는 인상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judgment of 12 June 2018, Louboutin and Christian Louboutin,C-163/16, EU:C:2018:423.
13) 이
 사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Regulation 2015/2424의 Article 4의 취지 상 개정전에 등록된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표장은 ‘형상만으로’ 된 표장이 아니므로 Article 7(1)(e)(iii)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judgment of 14 March 2018, C-21/19, :EU:C:2019:199, at paragraphs 30-33.
14) judgment of 19/09/2012, T-326/10, Stoffmuster, EU:T:2012:436, at § 47 - 48.
15)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후 2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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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hilips
에어프라이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광둥성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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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따른 보호범위 및 침해 인정 여부
(피고의 에어프라이어가 원고의 등록특허와 동일 또는 균등한 방식인지 여부)
법원은 기능식 청구항에 해당하는 “에어 가이드 부재”에 대하여 원심 판결의 일부 흠결이 인정되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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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심급

본 사안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 예'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한정됨으로써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원고의 발명이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당시의 출원서와 명세서에는 “기류의 방향”이 “regular flow
pattern”으로 서술되어 있고 도면의 화살표가 위로 향하여 있다. 이후 동 특허가 PCT협약국에
출원되었는데, 우리나라 명세서에는 “본질적으로 위쪽으로”라고 표기되어 있고, 중국 명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직 위쪽으로(基本上垂直向上)”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는 원출원보다
기류 방향이 더욱 좁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발명사상에 의해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중심한정주의”의 유럽 특허를 한국과 중국 같은 “주변한정주의” 채택국가에서 출원할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 특성에 맞춰 보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해석 시 “기능성 특징(功能性特征)”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실시방식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청구범위·명세서 등의 내용 및 실시 태양에 대한 기능성 특징을 결합한 “구체적인 실시
예(实施例)”에 의거하여 확정하는 바, 실시 예나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한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원출원 특허를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경우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그 용어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대상국가가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풍부한
실시 예와 도면을 첨부하는 것도 회피 설계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방편일 수 있겠다.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 Philips Consumer Lifestyle B.V.

항소인 : Philips Consumer Lifestyle B.V.

피고 : 포산 쥐티엔 전자기기社

피항소인 : 포산 쥐티엔 전자기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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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号

(2017)粤民终1125号

판결일자

2017년 2월 17일

2017년 8월 23일

판결결과

원고 패소

항소 기각, 원고 패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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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쟁제품을 구현시키는 기술방안 중 하나인 기류의 방향이 “나선형 회전” 방식인 반면 등록 특허는
“수직 상승” 방식으로 서로 동일·균등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는 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등록특허의 기능식 청구항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당시 “수직 상승”
기류로 종래 배경기술인 기류의 선회작용을 극복함으로써 그 권리가 유지된 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나선형 회전” 방식으로 구동되는 계쟁제품은 등록특허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의 발명특허 (ZL200780029489.3) ]
■ 음식제조설비 및 설비에 사용된 공기유도 유닛
(制备食品的设备和用于该设备的空气导向件)
■ 2007년 6월 18일 출원
■ 2012년 1월 25일 등록

관련 지재권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4조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사법해석 3)
제334조

CHINA

참조법령

전리법 1)
제59조 제1항
전리침권사법해석(Ⅰ) 2)
제7조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8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1)2)3)

Ⅰ.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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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피고가 생산·판매한 에어프라이어의 기술특징이 원고의 “음식제조설비 및 설비에
사용된 공기유도 유닛” 특허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Ⅱ. 판시사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비록 “에어 가이드 부재(空气导向构件)”의 기술 특징에 대한
원심 법원 판단의 흠결은 인정되지만, 계쟁제품의 등록특허 비침해를 판시한 재판 결과는
정확하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Philips社(이하 “원고”)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생활가전·헬스케어·조명
제품 및 솔루션을 사업영역으로 하며 2006년 2월 28일에 중국에 설립되었다.4) 2009년 8월
25일, 원고는 Kavaring Cooking Systems B.V.社(이하 “Kavaring社”)의 “음식제조설비 및
설비에 사용된 공기유도 유닛”制备食品的设备和用于该设备的空气导向件, (이하 “등록특허”)에 대한 글로벌 독점

1) 《전리법(专利法)》은 1984년 3월 12일에 제정되어, 1992년에 1차 개정, 2000년에 2차 개정, 2008년에 3차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4차 개정된 전리법 실시를 앞두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전리(专利)는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해당하는
권리로, 국무원 산하 국가기관이자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 (国家知识产权局)에서 관할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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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은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되었다.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3) 정식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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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4년 12월 18일에 제정되어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4) 원고 Philips Consumer Lifestyle B.V.(飞利浦优质生活有限公司)는 중국에 설립된 Philips社의 생활가전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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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부여받았다.5) 당해 특허는 2007년 6월 18일에 출원되어 2012년 1월 25일에
등록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년 2월 27일에 Kavaring社로부터 등록특허에 대한
중국 내 소 제기 및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는 《권한부여 및 확인서授权及确认函》를 발급 받았다.6)
2015년 12월 21일, 원고는 Royal Philips社皇家飞利浦有限公司에게 등록특허를 양도하면서,
배타적 피허가인 자격과 함께 중국 내 침해 발생 시 소 제기권 및 배상 청구권 등의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IP Insight

피고의 계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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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쥐티엔社(이하 “피고”)7)가 생산·판매하는 JT-916 모델의 에어프라이어空气炸锅
제품(이하 “계쟁제품”)을 발견하고, 2012년 10월 18일, 2013년 1월 17일, 2014년 4월 4일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세 차례에 걸친 증거 확보 및 공증 처리를 진행하였다.8) 2014년
4월 16일 원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4년
4월 18일에 이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취급한 계쟁제품이 등록특허를 침해한다고
5) 우리나라에 등록된 동 특허의 명칭은 “음식 조리 장치 및 음식 조리 장치를 위한 에어 가이드 부재”이다.

등록특허 10-1398481

출원 : 2007. 6. 16 (출원번호 10-2009-7000207)
등록 : 2014. 5. 16

등록특허 10-1482581

출원 : 2007. 6. 16 (출원번호 10-2014-7007346 (분할))
등록 : 2015. 1. 8

6) (2013)沪卢证经字第1518号 공증서 (상하이시 루완 공증처(上海市卢湾公证处) 2012년 6월 20일 발급)
7) 피고 Foshan City Shunde Jutian Electric Appliance Co., Ltd.(佛山市顺德区巨天电器有限公司)는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어 가전 및 금형 생산 등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중국 로컬기업이다.
8) 1차: (2012)沪东证经字第15025号 공증서 (상하이시 동방 공증처(上海市东方公证处) 2012.12.3. 발급)
2012년 10월 18일 Canton Fair에 참여한 피고의 전시품 중 JT-916 모델 제품에 대한 홍보 브로셔 및 명함 1부와
전시장 및 전시품에 대한 사진 22장에 대하여 공증 처리함.
2차: (2013)沪东证经字第1165号 공증서 (상하이시 동방 공증처(上海市东方公证处) 2013.4.23. 발급)
2013년 1월 17일 “wilder 民望物流”(민왕물류)라고 표기된 상하이시 한 건물에서 입수한 3개의 택배 물품을 개봉한
결과 JT-916 모델의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확인되었고, 함께 발견된 영문샘플영수증에는 제품모델 JT-916, 수량 3개,
단가 20달러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총 27장의 사진에 대하여 공증 처리함.
3차: (2014)京方圆内经证字第05809号 공증서 (베이징시 팡위안 공증처(北京市方圆公证处) 2014.4.4. 발급)
2014년 4월 4일 www.fsjutian.com/Enidex.asp, www.fsjutian.1688.com, http://jutian.manufacturer.globalsources.
com/si/6008828405897/Homepage.htm, http://jutian.en.alibaba.com 위 4개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JT-916 제품에
대하여 공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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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 광저우IP법원에 등록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판매·청약판매 금지, 미판매된
계쟁제품 및 계쟁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금형 폐기 처분, 잠정적 손해배상액 100만 위안과
함께 모든 소송비용의 피고 측 부담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광저우IP법원의 판시사항 9)

CHINA

원심에서는 피고의 계쟁제품이 등록특허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5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지와 민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광저우IP법원은 계쟁제품의 기술 특징 중
등록특허와 동일·균등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므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全面覆盖的原则)에
따라 양 당사자의 기술특징이 같지 아니한 바, 계쟁제품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여
침해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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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조리 챔버 (食品制备室)
5.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 (透过空气的底部壁)
6. 상부 에어 배출 개구 (上方空气排出开口)
7. 팬 (风扇)
9. 에어 가이드 수단 (空气导向装置)
10. 열 복사 수단 (热辐射装置)
11. 에어 가이드 부재 (空气导向构件)
청구항 1
음식 조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벽,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5)을 갖는 내부벽, 및 상부 에어 배출 개구(6)를 구비하고 있는 음식 조리
챔버(2); 상기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 상기 음식 조리 챔버 및 상기 상부 에어 배출 개구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고온 에어를 이동시키기 위한 팬(7); 상기 상부 에어 배출 개구로부터 상기 음식 조리 챔버와 분리된 상기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을 향하여 상기 에어를 복귀시키기 위한 에어 가이드 수단(9); 상기 음식 조리
챔버의 상부에 위치된 열 복사 수단(10); 및 상기 음식 조리 챔버 아래의 에어 가이드 부재(11); 를 포함하고,
에어 가이드 부재는 에어 가이드 리브를 포함하고, 상기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 아래 상기 외부벽에 놓여 있도록
구비되며, 상기 에어 가이드 부재는 에어 유동의 방사상 성분(radial component of the air flow)이 음식 조리
챔버에 존재하는 음식 표면 위쪽으로 향하도록 구비되어 있고, 상기 에어 가이드 부재는 상기 음식 조리 챔버의
중앙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가지며 방사상으로 바깥쪽으로 감소하는, 방해받지 않는 에어 유동 패턴을 제공하고,
상기 에어 가이드 리브는 수직면으로 배열되고,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중앙 위치에서 교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 조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 가이드 부재는 절두 원뿔 형태의 위쪽으로 테이퍼진 에어 가이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 조리 장치.

[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특허 청구항 1, 청구항 5 ]

10)

9) (2015)粤知法专民初字第2395号 민사판결 (광저우IP법원 2017년 2월 17일 선고.)
10) 1 . 一 种用于 制 备 食 品的 设 备，包 括 食 品 制 备室 ( 2 )，该 食 品 制 备室 具 有外 壁 ( 4 ) 、带 可 透 过 空 气 的 底 部 壁 ( 5 )
并带上方空气排出开口(6) 的内壁(3) ；风扇(7)，该风扇用于使热空气顺次地移动穿过所述底部壁、所述食品制备室以及所
述排出开口；空气导向装置(9)，用于使空气从所述排出开口向与所述食品制备室分开的所述底部壁返回；热辐射装置(10)，
位于所述食品制备室的上部；和位于食品制备室下方的空气导向构件(11)，其特征在于，所述空气导向构件(11) 在底部壁(5)
下方位于外壁(4) 上，所述空气导向构件用于将空气流基本上向上导引，使其进入存在于食品制备室(2) 中的食品中。5.
如权利要求1-4 任一项所述的设备，其特征在于，所述空气导向构件(11) 包括向上收缩的截头锥形空气导向部件(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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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저우IP법원은 등록특허 청구항과 피고의 계쟁제품을 비교·대조한 결과, 양 당사자의
기술이 고온의 공기를 순환시켜 음식을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空气炸锅, Air-Fryer)란 점과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동일하지만, 계쟁제품이 등록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쟁제품이 구현하는 기술방안 중 하나인 “기류의 방향”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기류에 대한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IP Insight

[ “계쟁제품 기류 방향” 확인을 위한 법정 현장 실험 ]
실험 1
기류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원고가 서술한 방법에 따라 계쟁제품 안에 부직포 조각들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40초~1분을 가동시켰다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결과, 부직포 조각이 기류를 따라 움직이다가
팬(风扇) 부분과 그물바구니(网篮) 아래쪽에서 발견됨으로써, 기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물바구니
아래쪽으로 순환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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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두 번째 실험(이하 “실험2”)에서는 프레스를 위 뚜껑과 아래몸체 연결부위 사이의 전류차단 보호버튼에 설치하여 기기의
전류 개폐를 조절하게 하고 얇은 티슈를 팬 아래쪽에 둔 채 팬을 작동시킨 결과, 티슈가 팬 아래쪽의 원판 커버에
흡착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실험 3
세 번째 실험(이하 “실험3”)에서는 식품 조리 챔버 안에 약간의 물을 붓고 부직포 조각을 뿌린 뒤 그물바구니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1분을 작동시켰다. 전원 차단 후 뚜껑을 열어 순간의 운동 상태를 관찰한 결과, 물과 부직포 조각이
약간의 선회 상태를 보이다 정지하였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는 실험 1과 실험 2에서 계쟁제품의 기류가 바닥면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실험3의 결과에서 보듯이 계쟁제품의
기류가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바, 등록특허 청구항이 한정하는 “수직 상승 垂直向上하다
휘어지는弯曲” 기류의 방향과 같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광저우IP법원은 발명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범위는 청구항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명세서나 도면은 청구항 해석에 활용할 수 있으며,11) 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근거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권리자가 종속 청구항으로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종속 청구항이 기재한 부가 기술특징 및 그 인용하는 청구항이 기재한 기술특징을
바탕으로 전리권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12) 계쟁제품의 기술특징이 본
11) 《전리법》 제59조 제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범위는 청구항(权利要求)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명세서(说明书) 및 첨부 도면은 청구항
내용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12)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조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근거하여, 전리법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권리자가 제1심 법원 변론종결 전에 그 주장하는 청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권리자가 종속 청구항으로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종속 청구항이 기재하는
부가기술특징 및 그 인용하는 청구항이 기재하는 기술특징으로 전리권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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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허 청구항 1, 5와는 일치하지만 명세서 [0006]에서 한정한 “기류가 기본적으로
수직 상승垂直向上하다 휘어져弯曲 식품 위쪽으로 흐른다.”13)는 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바,
계쟁제품의 기술특징 중 적어도 하나의 기술특징이 등록특허와 동일·균등하지도 않으므로
등록특허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양 당사자 기술의 “기류 방향” 비교·대조

CHINA

피고가 주장하는 계쟁제품 기술

원고의 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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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광저우IP법원은 등록특허 바닥면 중앙에 위치한 끝이 잘린 원뿔형 모양으로 솟아오른
“에어 가이드 부재(11.空气导向构件)”가 기능식 기술 특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항 1의
기재내용과 발명의 내용 [0006] 및 그림을 참조한 결과, 등록특허는 바닥면 중앙에 위치한
에어 가이드 부재가 바닥면과 수직을 이루는 활 모양의 끼인각 형태圆弧过渡夹角로 있는 바, 조리기
상단의 사방에서 에어 가이드 수단空气导向装置을 끼고 아래로 부는 기류가 바닥면의 방사상
성분径向分量과 함께 기본적으로 수직 상승垂直向上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기류의 순환을 개선하여
식품을 고르게 가열시켰다. 반면 계쟁제품의 에어 가이드 부재(11)는 바닥면의 1/3 지점에서
점점 완만한 기울기로 튀어나와 중심 지점에서 끝이 잘린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 바닥면과의
끼인각이 90도를 넘는 둔각을 이루는 바, 광저우IP법원은 일반적인 물리학 상식에 비추어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하여야 한다.
권리 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할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된 기술방안이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권리 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에 비하여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결여되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과
동일하지도 균등하지도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된 기술방안이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13) 중국에 등록된 특허 명세서 [000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在这一方面，短语“基本上向上”基本上试图表达气流的径向分量基本上垂直向上弯曲，以使气流基本上向上流过食品
。与这种情况相比，即空气带有显著径向流动分量地到达食品制备室的底部壁(例如根据上述现有技术中的设备就是这
种情形)，空气的这种向上导向的空气流改善了常规空气流形态。因此，能均匀地制备制品。
우리나라 등록특허 10-1482581의 명세서 발명의 내용 [0006]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본질적으로 위쪽으로”라는 표현은 에어 유동의 방사상 성분이 음식조리 챔버에 존재하는 음식 표면
위쪽으로 향하도록 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위쪽으로 향한 에어 유동은, 다량의 방사상으로 향하는
유동 성분을 갖고 음식 조리 챔버의 에어 투과성 바닥 섹션에 에어가 도달하는 상황(예를 들면, 상술한 종래 기술에 따른
장치에서의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된 규칙적인 에어 유동 패턴이 된다. 결과적으로, 음식이 고르게 조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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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 상단에서 기류가 바닥 쪽으로 불다가 “에어 가이드 부재”와 같은 형상의 튀어나온
구조물에 부딪혔을 때 기류가 경사면의 완만한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平滑斜向上,
기본적으로 등록특허가 한정한 것과 같은 수직 상승垂直向上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
하였다.14)
또한 광저우IP법원은 2013년 6월 25일에 선고된 전리복심위원회의 등록특허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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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인용하여,15) 계쟁제품의 기술특징이 등록특허와는 명백하게 구별됨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즉 전리복심위원회는 무효심판 당시 등록특허가 대비문서 2에 서술된 바닥면의
튀어나온 구조물과 구별되는 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 구조물상의 기류는 등록특허
기술특징처럼 기본적으로 수직 상승垂直向上하는 방식이란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등록특허의 신규성(新颖性)을 인정한다고 심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광저우IP법원은
계쟁제품의 기류가 등록특허처럼 수직 상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등록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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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징과 명백하게 구분되며 다른 기술효과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술
특징이 등록특허와 동일하지도 균등하지도 않을 경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바 계쟁제품은
등록특허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면서, 원심 법원이 기능식 기술특징에
대한 인정 및 “끝이 잘린 원뿔형”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률 적용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16)
항소심에서는 “에어 가이드 부재(11.空气导向构件)”의 기능식 특징을 어떻게 확정할지
및 계쟁제품이 에어 가이드 부재(11)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비록 에어 가이드 부재(11)의 기술
특징에 대한 원심 법원 판단의 흠결은 인정되지만, 계쟁제품의 등록특허 비침해를 판시한 재판
결과는 정확하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14)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8조
기능성 특징(功能性特征)이란 구조, 구성성분, 절차, 조건 또는 이들의 관계 등을 지칭하고, 발명창조 중 발생하는
기능 또는 효과로 인한 한정적 기술특징을 의미하나,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이 청구항을 보고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상기 기능 또는 효과 실현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방식의 경우는 제외한다.
명세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된 상기 기능 또는 효과를 필수불가결한 기술특징과 비교하는 경우, 피소된 침해기술에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 같은 기능 실현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구현하고, 당해 분야의
일반기술자가 피소된 침해행위 발생 시 창조적 발상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특징 및
기능성 특징이 동일 또는 균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5) 제20946호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 (第20936号无效宣告请求审查决定书)
참고로 중국의 “전리복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는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과 같은 기관이다.
16) (2017)粤民终1125号 민사판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2017년 8월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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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 가이드 부재”의 기능식 특징
원고는 에어 가이드 부재(11)가 “기류를 기본적으로 상승”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도면에 4가지 실시 예를 기재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명세서와 도면의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조합한 결과,17) 이 중 실시 예 2,3,4는 에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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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15. 空气导向肋, 그림 3A/3B/8 참조)의 3가지 사용 방식을 서술한 반면 실시 예 1은
에어 가이드 리브(15)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도면 1에는 끝이 잘린 원뿔형 에어 가이드
부분截头锥形向上收缩的空气导向部分만이 표기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시 예 1에
에어 가이드 리브(15) 없이도 “끝이 잘린 원뿔형截头锥形 에어 가이드 부분”(그림 1의 빨간 점선부분
참조)만으로도 기류의 기본적인 상승 유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이 “끝이 잘린 원뿔형 에어

가이드 부분”이 에어 가이드 부재(11)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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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의 “실시 예”
[0050] 도 1에서 바닥 섹션(5)은 내부벽(3)의 가장 낮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도
2에는 음식 조리 챔버(2)가 음식 조리 챔버의 바닥 섹션(5)과 둘레벽(3') 사이의 연결부를
초과하여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하단부(3")를 구비한 상기 둘레벽(3')을 가지고 있는
두개의 변경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2A에서 상기 하단부(3")는 직선 형태이며 도
2B에서 하단부는 안쪽으로 만곡되어 있다. 이러한 하단부(3")는 채널(9) 밖으로 하강
기류에 의한 상승 기류의 교란을 방지한다(도 1 참조).

실시 예 1 (그림 1)

[0055] 마지막으로 셸(1)의 상부에는 장치의 작동을 제어(예를 들면 온도, 가열 시간,
유동 속도 등의 설정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것에 의해서)할 수 있는 제어 패널(14)이
도시되어 있다.

실시 예 2 (그림 3A)

[0063] 도 4에는 음식 조리 챔버의 상부(2') 쪽으로 하부(2")에 예비 부하를 부여하기
위해 구비된 수단(21)이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수단은 음식 조리 챔버(2)의 하부 아래에
배치된 스프링 수단(22)을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안전 스위치가 이 수단(21)에
통합될 수 있다.

실시 예 3 (그림 3B)

[0064] 도 5는 변경 손잡이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5A 및 5B는 제 1 손잡이
부분(23)을 구비한 하부(2") 및 제 2 손잡이 부분(24)을 구비한 바스켓(13)을 도시하고
있다. 조립된 위치(도 5A)에서 손잡이 부분(23, 24)은 단일의 결합된 손잡이를
형성하도록 포개진다.

실시 예 4 (그림 8)

[0065] 도 5C 및 5D는 수동으로 작동가능한 잠금 기구(26)가 구비되어 있는
손잡이(25)를 갖고 있는 바스켓(13) 및 바스켓(13)이 하부(2") 안에 위치될 경우
손잡이(25)의 잠금 기구(26)와 연동하는 잠금부(27)를 갖고 있는 하부(2")를 도시하고
있다.

17)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4조
청구항 중 기능 또는 효과로서 서술한 기술특징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명세서와 첨부 도면이 묘사한 당해 기능 또는
효과의 구체적인 실시방식 및 균등한 실시방식을 결합하여, 당해 기술특징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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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명세서의 관련 서술에 따르면, 에어 가이드 부재(11)가
구현하는 기술 및 효과는 기류의 방사상 성분径向分量이 기본적으로 수직 상승케 하며 가급적
공기의 소용돌이 선회回旋를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 예 1에서도 보듯이 에어 가이드
부재(11)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과 구조·배치에 대하여 제시된 바 없고 그림 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외벽(4) 바닥 중간에 위로 향한 끝이 잘린 원뿔형 구조截头锥形结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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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으로, 이 끝이 잘린 원뿔형 구조는 공기가 위로 향하는 “유도를 돕는” 작용을 할
뿐 독립적으로 기류의 방사형 움직임을 수직 상승하여 휘어지게 하는 기능과 효과를 실현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일반기술자가 보았을 때 에어 가이드 리브(15)를 사용하지 않고 끝이
잘린 원뿔형 구조물만을 사용한 것 역시 에어 가이드 부재(11)의 실시 방법 중 하나임을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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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지적하면서,18) 이러한 까닭에 고급인민법원은 실시 예 1에 의거한 “에어 가이드
부재”의 기술특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였다.

(2) 계쟁제품이 “에어 가이드 부재”와 동일·균등한 기술특징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8조 제2항은 명세서나 첨부 도면에 기재된 기능이나 효과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당해 분야의 일반기술자가 창조적 발상 없이 연상할 수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동일·균등한 기능성 특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위 조항에 의거하여, 등록특허의 경우 에어 가이드 부재(11)는 에어
가이드 리브(15)를 수단으로 하여 “기류를 기본적으로 위로 상승시키는” 기능을 구현한 반면,
계쟁제품은 에어 가이드 리브(15)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끝이 잘린 원뿔형 구조만 있는
바, 이 구조물만으로는 기류를 위로 상승시키는 기능과 효과를 구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하였다. 더구나 항소장에 “계쟁제품의 기술방안 중 기체를 밀폐된 공간에서 팬(7)으로
유동시킬 경우 기류는 반드시 팬의 회전 방향에 따라 선회回旋 운동을 하게 된다”고 명시됐던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계쟁제품의 조리 기술이 “기류의 나선형螺旋式 상승”임을 인정한 적이
있는 바,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 구동 방식이 등록특허와 같은 “기본적으로 수직상승하여
휘어지는基本上垂直向上弯曲” 방식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등록특허가 종래
배경기술인 기류의 선회작용이란 결함을 극복하고 “기류의 방사성 구성을 기본적으로
수직상승하여 휘어지게”하는 기능으로 전리권을 취득한 바, 이미 배척했던 기술방안을 다시

18)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8조 제2항. 본문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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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계쟁제품은 청구항 1에 서술된 에어
가이드 부재(11)를 보유하지 않지 않아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계쟁제품의 다른 기술특징이 등록특허의 기술특징과 동일하고, 그 구조가
실시 예 1과 일치하므로 등록특허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CHINA

에어 가이드 부재(11)가 상대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기술 요소이므로 설령 계쟁제품의 다른
기술특징이 등록특허와 동일할지라도 계쟁제품 역시 에어 가이드 부재(11)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등록특허가 서술한 “기류를 기본적으로 상승케 하는” 기능을 계쟁제품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조나 도면이 유사하다 하여 이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능식
특징의 기술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청구항 1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항 1의 종속청구항인 청구항 5 역시 그 보호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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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대상 판결은 “2017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19) 기능식 청구항
및 그 권리범위 해석에 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원고의 등록특허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가 관건이었으며, 에어 가이드
부재(11)의 유무 여부 및 위 구조물이 구현하는 기술의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대륙법의 “중심한정주의”와 영미법의 “주변한정주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central definition)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claims)를 ‘중심’으로 하되 청구범위의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서
파악된 실질적인 발명사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고,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
peripheral definition)는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주변’ 즉 ‘울타리’로
하여 그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이다.20) 다시 말하자면 대륙법의 중심한정주의는 발명의 취지를
중심으로 보호하고자 하므로 그 취지에 부합할 경우 발명의 보호범위가 넓게 형성되는 반면,
영미법의 주변한정주의는 발명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발명을 구현하는 방식의 실시 예에
한정하여 보호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넓게 보호될 수 있다는
역기능을 방지하지만, 실시 예나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버리는 한계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19) 본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7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 지식산권사건(2017年中国法院50件典型知识产权
案例)” 중 하나이다.
20) 임병웅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8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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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주변한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21) 한국과 달리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가
없어 특허 침해 소송 시 법원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해석하게 된다.22) 특히 기능식
청구항의 “기능성 특징 功能性特征”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실시방식이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청구범위权利要求书·명세서说明书 등의 내용과 실시 태양实施样에 대한 기능성 특징을 결합한
“구체적인 실시 예实施例”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단, 계쟁제품의 관련 구조 및 도식과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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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기능성 기술특징功能性技术特征과 동일하거나 유사(相同或等同)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의 본 발명은 본래 2006년 6월 16일 유럽특허청(EPO)에 처음으로 출원된 바, 출원서와
명세서 역시 유럽 특허법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후 우선권 주장을 바탕으로
각 언어별 번역본이 원출원일자 2007년 6월 18일로 PCT 협약국에 출원되었는데, 국가별 특허
공보 명세서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점이 눈에 띈다. 이 중 “기류의 방향”에 관하여 유럽에서는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regular flow pattern”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화살표가 위로 향하도록 묘사되어 있는
반면,23) 우리나라 명세서에는 “본질적으로 위쪽으로”라고 표기되어 있고, 중국 명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직 위쪽으로基本上垂直向上”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다시피 한국과 중국에서는 원어로
된 청구항보다 기류의 방향을 더욱 좁게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럽이 대륙법을
바탕으로 한 중심한정주의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영미법을 토대로 한 주변한정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등록된 원출원 발명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원할 경우 한국과
중국같이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보정이 불가피할 수는 있다. 다만 과도하게 권리범위가 한정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그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비록 계쟁제품이 원고의 등록특허와 같이 고온의 공기를 순환시켜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특징을 보유하고 이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을지라도, 《전리침권사법

21) 중 국은 1995년 판례를 통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필수기술특징과 부차적 기술특징으로 구분한 후에 부차적
기술특징을 제외한 필수기술특징만을 이용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위 ‘다여지정의
원칙(多余指定原则)’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이후 2003년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하여 이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이전
판례는 대체적으로 중심한정주의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5년 최고인민법원이 다여지정 원칙의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최근의 판례들은 다여지정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기성·김수진 “중국 특허법” 세창출판사, 2014, 308면.
22) 김태수 외 2인 “중국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291면.
23) 유럽 원출원 특허 EP1867264A1: Apparatus for preparing food (출원번호 06115609.7)

대표도면 및 “기류방향”을 서술한 명세서
[0006]
In this aspect the phrase 'regular flow pattern' basically tries to express
that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velocity, pressure) are substantially
the same everywhere in the food which is present in the food
preparation chamber. As result the food is prepared e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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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결여되거나 동일·균등하지 않는 경우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全面覆盖的原则)에 의거하여,24)
계쟁제품의 기류 방향이 “수직 상승(垂直向上)”함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등록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당시에는 바로 이 기류의
“수직 상승”이라는 기술의 한정으로 인하여 종래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규성을 인정

CHINA

받았으나,25) 이는 곧 기류의 방향을 다르게 할 경우 그 “기능과 효과”가 상이하여 등록특허
청구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계쟁제품의 기술특징과 동일·균등하지
않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용어 선정은 그 권리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다양한 국가를 시장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주변한정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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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풍부한 실시 예와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회피 설계의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노력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

24)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7조 제2항. 본문 각주 12 참조.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5) 제20946호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 (전리복심위원회 2013년 6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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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IP Insight

쟁점

피고2가 침해물품인 계쟁제품 제조자인지 여부

판시사항

법원은 침해물품으로 판정된 계쟁제품의 3C인증 주체가 피고2이고 제품 및 겉포장에 표기된 상업적
표지도 피고2의 것이므로, 피고2가 침해물품 제조자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판시하고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을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1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 명령은 유지하되, 민사적 책임(원고가 권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2.5만
위안)은 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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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 판결은 복잡·다양한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가
관건으로, 원심 법원은 피고2가 침해물품 제조·판매·청약판매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설령 피고2가 직접적으로 제조에
관여한 바는 없을지라도, 계쟁제품에 피고2의 상업적 표지가 표기되어 있고 3C인증을 획득한 주체
역시 피고2이며, 피고2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가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계쟁제품이
제조된 바, 위탁자의 의향에 제품이 좌우되는 위탁생산의 특성상 피고2에게는 자회사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피고2는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간접 제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침해물품 제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제품이 형성되는 인과관계에 따라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심급

1 심 (원 심)
원고: Romney 광전 시스템 기술 (광둥) 유한공사

당사자

피고1: 광저우 징루무역 유한공사
피고2: 광둥 산슝지광 조명 주식 유한공사(PAK)

항소인1: Romney 광전 시스템 기술 (광둥) 유한공사
항소인2: 광저우 징루무역 유한공사
피항소인: 광둥 산슝지광 조명 주식 유한공사(PAK

법원

광저우IP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

광둥성 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

사건번호

(2016)粤73民初1376号

(2017)粤民终2900号

판결일자

2017년 8월 30일

2018년 9월 25일

판결결과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승소
[ 등록디자인 ]
- 명칭 : 조명기구(구름바다) / 灯具（云海）
- 국제 분류 : 26-05
- 출원번호 : 201430066180.4
- 출원일 : 2014년 3월 27일
- 등록일 : 2014년 7월 30일

관련 지재권

전리법 1)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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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항 소 심)

제11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5조
전리침권사법해석(Ⅰ) 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25조 제1항
침권책임법 3)
제2조, 제15조

전리법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침권책임법
민사소송법

제11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5조, 제70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5조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70조 제1항 제2호

Ⅰ. 사건의 쟁점

1)2)3)

본 사안은 제품의 복잡·다양한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CHINA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1(침해물품 판매자)에게 판결한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을 명령을 유지하되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가
권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25,000위안만 배상하라고 했던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2도
침해물품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Romney社(이하 “원고”)는 2014년 1월에 중외합자로 설립된 조명기기 업체로, 2014년
3월 27일에 “조명기구(구름바다)灯具(云海)”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같은 해 7월
30일에 등록받았다. 당해 디자인은 2014년부터 다수의 수상경력을 기록하였고,4) 2015년
10월에 조명박람회를 통해 출시되었다. 등록디자인 제품이 출시된 2~3개월 후, 원고는
PAK社 (이하 “피고2”) 를 비롯한 수십여 업체에서 “구름바다” 조명기구를 표절·모방한
제품이 대도시 및 대형매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증거
수집 후 징루무역(이하 “피고1”)이 판매하고 피고2가 생산·판매한 벽걸이등LED壁灯星享8W과
거실용천장등LED客厅吸顶灯星享128W(이하 “계쟁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광저우IP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5)
1) 《전리법(专利法)》은 1984년 3월 12일에 제정되어, 1992년에 1차 개정, 2000년에 2차 개정, 2008년에 3차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4차 개정된 전리법 실시를 앞두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전리(专利)는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해당하는 권리로, 국무원 산하 국가기관이자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서
관할한다.
2)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침해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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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되었으며, 본 소송은 침해행위가 2016년 3월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었다.
개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
3)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은 권리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 민법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기본법률’에 속한다. 본 법률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증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대항의 필요성과,
유럽·미국 등의 침권책임법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9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김영
“중국 침권책임법의 일반조항” 법학논총, 23(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2, 662-663면.
4) 2014년 중국 디자인 공업 최고상, 2015년 중국 국제 조명기구 디자인 대회 3등상, 2015년 중국 LED 명예의 전당
LED제품 신예상 등을 수상하였다.
5) 《전리법》 제11조 제2항
디자인권을 취득한 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전리를 실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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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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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피고들이 취급한 계쟁제품 6)

6)

1. 광저우IP법원 판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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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IP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1의 계쟁제품 판매 행위만 인정하여, 피고1에게
계쟁제품 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을 명령하고 권리 유지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25,000위안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1) 계쟁제품의 등록디자인 보호범위 해당 여부
광저우IP법원은 전체적 관찰·종합적 비교整体观察、综合比对 결과,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이
전체적 시각효과 (整体视觉效果) 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유사하므로, 8) 계쟁제품을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하였다.
즉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 모두 ⅰ) “커버顶盖, 밑판底盘, 테두리边框, 바깥면外周面”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별 특징이 동일한 반면, 양 제품의 차이점은 사용 시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부위이므로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아니 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 상품의 사용, 청약판매(许诺销售), 판매,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2조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한 제품을 부속품으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11조 규정의
판매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하나,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서 기술적 기능만을 지닐 경우는 제외한다.
권리침해 피소인간에 분담하여 합작한 경우, 인민법원은 공동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6) 이미지 출처 www.jia360.com/new/3866.html, www.tcsh365.com/mall/tg_573.html (2019.10.14. 13시 방문)
7) (2016)粤73民初1376号 민사판결 (광저우IP법원 2017년 8월 30일 선고.)
8)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8조
디자인 전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된 침해디자인이 전리법 제5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전리법》 제59조 제2항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는 그림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간략한 설명은 그림 또는 사진이
표시하는 당해 제품의 디자인을 표시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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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었다.9) 세부 부위별로는 ⅱ) 커버顶盖의 경우 볼록한 도끼 모양 몸체凸起斧形盖体로, 긴 쪽은
안쪽 오목한 부채꼴 면内凹弧边과 대칭이 되고 짧은 쪽은 바깥쪽 볼록한 부채꼴 판과 대칭이
되며, 겉 테두리의 네 변은 바깥쪽 아래를 향해 뻗어있고, ⅲ) 밑판底盘은 아래쪽이 부채꼴 면과
대칭되는 평면사변형으로, 밑판 몸체의 사면이 바깥쪽 위를 향하여 기울어져 서있고 긴 쪽은
안쪽 오목한 부채꼴 판이며 짧은 쪽은 바깥쪽 볼록한 부채꼴 판으로, 긴 쪽의 길이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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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길이보다 약간 길며, 밑판 전체의 형상은 도끼 모양으로 그 사변은 바깥쪽 위를 향하고
바깥면外周面과 만나 일정한 기울기를 이루고 있으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었다.
반면 광저우IP법원은 설령 양 디자인의 차이점, 즉 ⅰ) 등록디자인은 원형구멍이 밑판底盘
밑판 중간에 있는 반면 계쟁제품은 밑판 중심선中线에 있고, ⅱ) 등록디자인은 밑판 안쪽 오목한
면의 기울기가 낮고 구멍이 없는 반면 계쟁제품은 밑판 안쪽 오목한 면의 기울기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구멍이 있을지라도, 밑판의 기울기와 구멍의 유무 여부는 실제 제품을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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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에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쉽지 않은 부위로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0)

(2) 피고1,2의 침해행위 실시 여부 및 민사적 책임
한편 피고1,2의 침해행위 실시 여부에 대하여, 광저우IP법원은 피고2가 계쟁제품을
제조·판매·청약판매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11) 피고1의 계쟁제품 판매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나 계쟁제품에 대한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피고1에게 원고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지출한 25,000위안만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12)
9)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9조
인민법원은 디자인 제품의 용도에 근거하여, 제품종류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인정해야 하며,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국제디자인분류표, 제품의 기능 및 판매, 실제 사용하는 정황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제품의 용도를 확정할 수 있다.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0조
인민법원은 디자인 전리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10)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1조
인민법원이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인정할 시, 등록디자인과 피소된 침해디자인의 디자인 특징을 근거로, 디자인
전체의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주로 기술적 기능이 결정하는 디자인 특징 및 전체적 시각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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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디자인(现有设计)의 디자인 특징과 구별되는 등록디자인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디자인 특징인 경우,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에 보다 큰 영향(更具有影响)을 미친다.
피소된 침해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양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1) 《전리법》 제11조 제2항
디자인권을 취득한 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전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 상품의 제조, 사용, 청약판매(许诺销售), 판매,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전리법》 제65조
전리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 침해로 입은 전리권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산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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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저우IP법원은 피고2가 계쟁제품을 제조·판매·청약판매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ⅰ) 피고2가 증거로 제출한 구매계약서·발주서·자재명세서13)에
따르면 계쟁제품은 피고2가 본 사건 제3자鑫凯盛公司로부터 합법적으로 공급받은 것이고, ⅱ) 본
사건 제3자 직원李贞燕이 출원한 천장등吸顶灯(和韵单头) 디자인과 계쟁제품의 낱개 전등을 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피고2가 본 사건 제3자와 체결한 자재명세서·지재권협의14)에
따르면 “을(제3자)이 소유한 전리제품을 갑(피고2)에게 판매할 시, 을이 갑에게 해당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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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계쟁제품 디자인이 피고2에
의하여 결정됐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ⅲ) 계쟁제품이 시장에 유통된다는
이유로 피고2가 해당 침해물품을 판매했다는 추정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ⅳ) 피고2의
웹사이트에 단 1장 올라와 있는 “星享吸顶灯” 제품 이미지만으로는 해당물품의 크기가 작고
디자인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전체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광저우IP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등록디자인 보호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2의 청약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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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광저우IP법원은 피고1의 계쟁제품 판매행위는 인정되지만, 해당 물품이
광저우의 한 조명회사广州铭亿照明有限公司에서 합법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合法来源抗辩意见)이 성립되어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5)
다만 원고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침해물품 구입 및 공증 비용, 대리인 선임비 등 합리적
비용 25,000위안은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면서 피고1,2의 침해금지 및 계쟁제품 금형
폐기처분 명령, 손해배상액 30만 위안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계쟁제품에 대한 합법적 출처의

전리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인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전리허가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과 사실관계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
13) 《外协采购合同确认书》, 《送货单》, 《中山市鑫凯盛照明有限公司BOM表》
14) 《中山市鑫凯盛照明有限公司BOM表》, 《知识产权和专利保护保密协议》
15) 《침권책임법》 제15조 제1항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침해 중지(停止侵害), 장애요소 제거(排除妨碍), 위험해소(消除危险),
재산반환(返还财产), 원상복구(恢复原状), 손실배상(赔偿损失), 잘못에 대한 사죄(赔礼道歉),
영향제거·명예회복(消除影响、恢复名誉)이 있으며, 이상의 권리침해 책임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25조 제1항
생산경영목적으로 사용, 판매허가 또는 전리권자의 미 허가 상태를 모른 채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제품에 대한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권리자가 상기 사용, 판매승인, 판매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단
피소된 침해제품의 사용자가 그 제품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지불한 것을 증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전리법》 제70조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모르고 제조·판매된 전리 침해물품을 생산·경영목적으로
사용·청약판매(许诺销售)하거나 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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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주장하면서 원심 판결이 선고한 25,000위안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였다.

2.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16)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침해물품으로 판정된 계쟁제품의 3C인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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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피고2로 등록되어 있고, 제품과 그 포장의 상업적 표지가 피고2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계쟁제품 제조자는 피고2의 자회사가 위탁한 본 사건 제3자인 바, 위탁자의 의향에
의해 제품이 좌우되는 위탁생산의 특성상 피고2의 간접 제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에서 피고1에게 판결했던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 명령은
유지하되 25,000 위안의 배상액 지급 명령은 파기하고, 대신 간접 제조자에 해당하는 피고2에게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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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은 위와 같이 선고한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전리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리제품 제조制造专利产品”란 직접생산과 위탁가공을 통한 간접생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품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인과관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지 제조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급인민법원은 ⅰ) 기업명칭企业名称이란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표지에 해당하는데 계쟁제품에 표기된 기업명칭이 위조되었다는 피고2의
주장이나 관련 증거가 없고, 계쟁제품에 사용된 상표 역시 피고2의 소유이며, 함께 표기된
3C인증과 공장명·공장주소·전화번호·웹사이트주소·전자우편 등의 정보도 피고2의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3C인증의 경우 중국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는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强制性产品认证制度”로, 국가에서 규정하는 제품군일 경우 인증마크가 있어야 비로소
출고·판매·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3C인증의 제조상制造商은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을 책임지는 제품 설계자이고 생산공장 生产厂은 제품 생산을 책임지는
가공장소로 제품품질을 책임지는데, 본 사건 계쟁제품의 3C인증 신청자 및 증서에 표기된
제조상은 피고2이고 제품의 생산공장 및 제조상은 피고2의 자회사重庆三雄公司(이하 “자회사”) 및
본 사건 제3자鑫凯盛公司(이하 “제3자”)로, 자회사와 제3자의 3C인증 제품에 계쟁제품은 없는 바,
결국 피고2가 계쟁제품의 제조자임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피고2는 자회사와 제3자가
전리법 의의상의 제품 제조자产品制造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고급인민법원은 ⅱ)
피고2가 제출한 반증 자료로는 계쟁제품 제조자임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18)
16) (2017)粤民终2900号 민사판결 (광둥성고급인민법원 2018년 9월 25일 선고.)
17) 3
 C인증의 정식명칭은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中国强制性产品认证,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CCC라고도
칭한다. 본 인증은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안전과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제품 합격 평가 제도이다.
18) 피고2는 계쟁제품이 제3자(鑫凯盛公司)에게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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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ⅲ) 생산방식이 다양성을 띌지라도 제조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제조 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타인과 분업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하였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19) 즉 고급인민법원은 “제조(制造)”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결국 제조란
통상적으로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과정으로 제품이 생기게 되는 인과관계를 구현한 것이지
제품이 생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분업 제조·위탁 제조 역시 공동침해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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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해당하고 전리법상의 제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부연하였다. 설령 피고2의
자회사와 본 사건 제3자가 침해물품을 제조하였단 반증이 있다할지라도, 고급인민법원은
이는 피고2의 침해물품 직접제조 사실만 배제할 수 있을 뿐 피고2가 침해물품 제조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쟁제품과 그 겉포장에
생산자나 제조상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계쟁제품에 사용된 상업적 표지가 모두 피고2의
것인 바, 고급인민법원은 일반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자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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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나 제3자가 아닌 피고2로 여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0) 게다가 피고2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계쟁제품은 본 사건 제3자가 자체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2의 자회사가
주문제작한 것으로 제품의 형성 및 디자인 역시 피고2의 자회사가 선택한 결과에 해당하고,
특히 본 자회사는 피고2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2는 지배구조상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제어·관리권한을 보유한 모회사로서, 자회사가 진행한 계쟁제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분업이나 업무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표면적으로는 제3자가
제조하였을지라도 피고2 역시 실질적인 간접 제조자 신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ⅳ) 제품의 제조단계는 시장 유통과정이 발생되는 단계로, 전리법이
규정하는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위탁제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물품을 매입하여 표지를 부착한 뒤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선택 및 의사결정이 반영되어 제품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고급인민법원은
위탁자가 단순히 유통 이윤을 획득하는 판매자가 아닌 제품 제조자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고급인민법원은 인과관계상 위탁자의 주관적 의사결정 없이는
제품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피고2가 실질적인 침해물품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ⅰ) 같은 날에 체결된 《지재권협의》, 《2015년도 위탁가공 계약》은 계쟁제품과 무관하고, ⅱ) 이후에 작성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종이상자발주서》, 《매입수령서》는 본 사건 계쟁제품 두 모델에 해당하나 시기가 계쟁제품 생산 전으로 생산일이
불일치하며, ⅲ) 《부가세 영수증》, 《부가세 납세 화물 또는 서비스 판매 명세서》는 계쟁제품과 동일한 모델 제품에 관한
것이나, 생산시기 등 입증에 필요한 정보가 없고, ⅳ) 제품수량이 《구매계약서》, 《발주서》, 《종이상자발주서》 상의 것과
일치하지만 본 사건 계쟁제품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ⅴ) 제3자의 《BOM표》는 계쟁제품 중 한
모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9) 《침권책임법》 제8조 공동침해행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20) 《 전리침권사법해석(Ⅰ)》 제10조, 본문 각주 11 참조.
고급인민법원은 피고2가 계쟁제품에 자신의 식별표지(区别性标识)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출처를 피고2로 인식하길 원하는 의향이 표명된 것으로, 제품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수반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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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피고2가 조명업계에서도 꽤 규모 있는 상장기업으로,
위탁제조 제품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강한 식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능력과 업계 지위에 상응하는 높은 주의의무(注意义务)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위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시하였다. 더욱이 고급인민법원은 법인의 권리가 독립적이라고 해서 법인별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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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된 물품이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 제조상과의
연관기업 역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침해물품에 자신의 상업적
표지를 사용하면서도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표지의 식별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리권자의 권리보호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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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거가 없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실시허가비용에 대한 참조자료
역시 없으므로, 권리유형, 피고2의 침해행위 성질 및 경과, 피고2의 경영규모, 원고가 권리
유지를 위한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5만 위안을 판시하였다.21)
이와 달리 피고1에게는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善意的销售者)임이 인정되며 계쟁제품 매입 경로 등 증거자료에 의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이 성립되므로,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22)

Ⅳ. 시사점
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3)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가
관건이었던 사안이다.
중국 《전리법》 제11조는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디자인
상품을 제조·사용·청약판매(许诺销售)·판매·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 행위는 위의 다섯 가지 실시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21) 단 원고의 증거제출 지연이 항소심 판결을 번복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본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30만 위안 중 이러한 기습적 증거제시 행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 산정한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22) 《 전리법》 제70조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모르고 제조·판매된 전리 침해물품을 생산·경영목적으로
사용·청약판매(许诺销售)하거나 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25조 제3항
본 조항 제1호에서 지칭한 “합법적 출처(合法来源)”란 합법적인 판매경로를 통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등 정상적인
상업방식으로 취득한 제품을 의미한다. 합법적 출처에 대해, 사용자, 판매 승인자 또는 판매자는 거래 관습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3) 2018年中国法院引发50件典型知识产权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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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24) 즉 제조는
없던 것을 있게 하여 제품전리권의 보호객체를 구현하는 행위로 “절대적 보호” 대상인 반면,
사용·청약판매(许诺销售)·판매·수입은 없던 것을 있게 하여 제품전리권의 보호객체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제품전리권의 보호객체를 구현한 후의 후속행위로 “상대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 전리법이 제공하는 보호의 강도에도 강약 차이가
존재하는 바, 침해물품 “제조” 행위 여부 판단 시 《전리법》 제69조25)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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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선결조건도 없이 주관적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26)
민사적 책임 판단 시에는 ⅰ)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 ⅱ) 행위자의 객관적 위법행위, ⅲ)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ⅳ)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은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민사책임 귀책원칙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는 이론적 견해가 있다.27) 《민법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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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2항의 경우 “공민·법인이 과실로 국가·집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산·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실책임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민법통칙》 제106조 제3항28), 제122조, 제123조,

24) 본문 7면 다섯째 줄 참조.
25) 《 전리법》 제69조 다음에 열거한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전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리제품 또는 전리방식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은 전리권이자 또는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개인이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을 사용, 판매의 수락, 판매, 수입한 경우
② 전리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③ 중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임시로 통과하는 외국 운송수단으로써 당해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운송수단의 필요에 의하여 그 설비 및 시설에 관련 전리를 사용한 경우
④ 전문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경우
⑤ 행정심사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리약품 또는 전리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및 행정심사를
위해서만 전리약품 또는 전리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경우
26) 전리제품 제조에 대하여 “절대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견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드러난다.
① 전리법 제69조가 규정한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리제품의 제조행위가 전리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결조건도 없다.
②침
 해행위 중지책임 판단에 있어서, 주 관적 과 실의 유 무와 는 무 관하다. 즉 행위자의 주 관적 인식 측면에서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실시한 “고의적 침해행위”는 물론이고(이 경우 미국
특허법은 최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음.),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했을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과실이 있는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 역시 모두
침해물품 제조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전리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청약판매를 실시하였을지라도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신티엔 저·허호신 역 “중국특허법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155-157면
27) 일
 원론을 주장하는 견해는 귀책원칙을 과실원칙만 있다고 보는 반면, 이원론을 주장하는 견해는 과실원칙
외에도 무과실원칙 역시 귀책원칙 중 하나라고 여긴다. 다원론을 주장하는 견해는 과실원칙과 무과실원칙 외에도
과실추정원칙·공평책임원칙 역시 귀책원칙으로 간주한다.
인신티엔 저·허호신 역 “중국특허법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806면
28) 《민법통칙》 제106조 제3항
과실이 없어도 법률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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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제127조29)나 《침권책임법》 제7조30), 제5장, 제8장, 제9장31)의 경우 피침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리법》 제70조32)가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사용·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한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과실이 없는 선의적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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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국 위의 원칙들을 일률적으로 따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실추정원칙33)을 특허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34)
한편 실무선상에서 디자인 침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권리자는
통상 9~18개월에 걸친 긴 분쟁 기간과 높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35) 특히 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특성상 특허나 상표와 달리 유행 주기가 짧다보니, 처벌 강도가 미약하거나 시간·비용
투입 대비 소송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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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본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2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1에게 겨우 2만 위안에 불과한 권리유지 비용을 배상하라고 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침해물품 제조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쟁제품 생산 과정을 주목하고 15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였다. 즉 계쟁제품이 생산된 경위는 피고2의 자회사가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생산을 맡긴 것이며, 실질적으로 계쟁제품과 그 포장에 표기된 상업적 표지가
피고2의 것이라는 점, 계쟁제품의 3C인증 획득 주체 역시 피고2인 점과 피고2가 자회사를
충분히 제어·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업계 내 피고2의 지위로 보아도 충분히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건 결국 피고2가 실질적인 계쟁제품
제조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본 사안은 중국 내 조명업계에서 예상 가능한 통상적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은 판결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직접 침해물품을 제조하지 않았을지라도
‘제품이 형성되는 인과관계’에 따라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본 사례를 통해, 향후 복잡한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9) 민법통칙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는 제조물의 품질책임, 고도위험 작업으로 인한 손해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책임, 동물사육으로 인한 손해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30) 《침권책임법》 제7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이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1) 침권책임법 제5장, 제8장, 제9장, 제10장은 각각 제조물책임, 환경오염책임, 고도위험책임, 동물사육책임에 관한 것이다.
32) 본문 각주 23 참조.
33) 행
 위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피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손해사실의 존재로부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인신티엔 저·허호신 역 “중국특허법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807면
34) 인신티엔 저·허호신 역 “중국특허법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809면
35) www.fangtan.org.cn/life/content_193218.html (2019.10.18. 13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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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UL” 상표 침해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 침해를 부정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IP Insight

쟁점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가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악의적 선점 상표가 실질적 사용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하되, 상표 선출원주의에 의거하여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여 침해중지 명령을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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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선고하였다. 반면 최고인민법원은 원고들이 피고1과 그 모회사에게 거액의 등록상표 양도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으로 이익을 꾀하고자 한 바, 이러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的原则)”에 위배되며 법률을 부당이익 취득에 이용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상표권 침해 판결을 파기하였다.
본 판결은 2018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 타인의 유명표지를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권자가 침해 소송 제기 시 해당 등록상표가 상표법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판결이 정당치 못한 이익을 꾀하고자 취득한 악의적 선점 상표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진 않았으나 상표권 침해는 인정했다면, 본 판결은 악의적 선점 상표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아예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물론 상표권 침해까지도 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본 판례는 악의적 선점 상표 제재 의지가 반영된 제4차 상표법 시행 전(2019. 11. 1. 예정) 중국
최고 사법기관이 악의적 선점 상표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무단 선점 상표 관련된 사례에서도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급

1 심 (원 심)
원고1 : 나침반 컨벤션社
원고2 : 중웨이 컨설팅社

당사자

3 심 (재 심)

피항소인 : 유니클로 상하이
위에싱환치우 매장

재심신청인
: 유니클로 상무 유한공사
피신청인1 : 나침반 컨벤션社
피항소인2 : 중웨이 컨설팅社

법원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4)沪二中民五(知)初字第149号

(2015)沪高民三(知)终字第45号

(2018)最高法民再396号

판결일자

미 확인 (2014년 제소)

2015년 9월 1일

2018년 12월 28일

판결결과

원고1,2 승소

항소 기각, 피고1 패소

피고1 승소, 원심 판결 파기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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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 유니클로 상무 유한공사
피고2 : 유니클로 상하이
위에싱환치우 매장

2 심 (항 소 심)
항소인1 : 나침반 컨벤션社
항소인2 : 중웨이 컨설팅社
항소인3 : 유니클로 상무 유한공사

vs.
[ 원고의 등록상표 제10619071호 ]
제25류 : 의류 등

상표법(2001년 개정) 1) 제52조 제1호
상표분쟁사법해석 2)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1항

[ 피고의 사용표지 G1133303호 ]
제25류 : 의류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상표법(2013년 개정) 제4조, 제7조
민법통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제207조 제1항

Ⅰ. 사건의 쟁점 1)2)
본 사안은 타인의 유명 표지를 무단으로 선등록한 악의적 선점 상표도 상표법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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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선등록된 상표일지라도 타인의 유명 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경우는
“신의성실원칙”이 위배되어 상표법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를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지정상품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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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컨벤션社 (이하 “원고1”) 와 중웨이 컨설팅社 (이하 “원고2”) 는 제25류 의류를
”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공동 권리자로, 2012년 3월 14일에

당해상표를 출원하여 2013년 6월 21에 등록받았다.3)
일본 FR그룹은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UNIQLO”, “
4)

권리자로, 2012년 11월 3일 중국 상표국에 “

”, “优衣库” 상표의

” 상표의 영토확장출원(商标领土延伸)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4월 15일에 거절되었다.5) FR그룹이 출자하여 설립된 중국 자회사
1) 중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2001년에 개정된
제2차 상표법 및 2013년에 개정된 제3차 상표법이다.
2) 정
 식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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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1의 정식명칭은 “광저우시 나침반 컨벤션 서비스 유한공사(广州市指南针会展服务有限公司)”로, 2004년 7월 20일에
설립되어 전시활동 기획, 설계, 실내장식 디자인, 문화 교류 활동 기획, 전시용품 임대, 컴퓨터 디스플레이 디자인, 도매 및
소매 무역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원고2의 정식명칭은 “광저우 중웨이 기업관리 컨설팅 서비스 유한공사(广州中唯企业管理咨询服务有限公司)”로, 2005년
4월 27일에 설립되어 기업관리 컨설팅, 기업 이미지 설계, 상표 대리, 전시기획, 상품정보 컨설팅, 투자 컨설팅, 재무 컨설팅,
화물수출입을 사업영역으로 한다.
출원번호 제10619071호 (2012년 3월 14일 출원, 2013년 6월 21일 등록)
- 제25류 : 수영복, 축구화, 신발, 아동복, 모자, 양말, 의류, 벨트(패션용),
웨딩드레스, 넥타이
출원번호 제791494호 (1994년 2월 23일 출원, 1995년 11월 14일 등록)
- 제25류 : 의류 등
출원번호 제3002206호 (2001년 10월 23일 출원, 2003년 1월 21일 등록)
- 제25류 : 의류 등
4)

출원번호 제3012401호 (2001년 11월 06일 출원, 2003년 1월 28일 등록)
- 제25류 : 의류 등

5)

출원번호 G1133303호 (2012년 11월 3일 출원)
- 제25류 :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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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社(이하 “피고1”)와 FR Trading社는 공동으로 “优衣库(유니클로)” 브랜드를 관리하며
중국 각지에 유니클로 전용매장을 보유하고 있다.6)
2014년 3월, 원고1은 Tmall天猫商城과 각 지역의 유니클로(优衣库) 매장에서 판매되는
계쟁제품이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며 피고1과 FR Trading社

에게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합리적 배상을 청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후

IP Insight

원고1,2는 피고1과 FR Trading社 및 그 지점들을 상대로 등록상표 침해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다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 중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7)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2의

표지 사용이 원고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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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급인민법원은 등록상표의 실질적 사용
여부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8)

(1) 피고1,2의 등록상표 침해 여부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2의 침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표법(2001년 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원고1,2의

등록상표는 합법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보호 대상에 속하는데, 피고1,2가

원고들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홍보 시 해당 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적 사용(商标行使用)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2) 피고1,2의 민사적 책임 여부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2에게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고1,2가
등록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 측
경제적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중급인민법원은 ⅰ) 원고가 상표 사용을
“상표의 영토확장출원(商标领土延伸)”이란, 국제상표의 권리자가 마드리드 국제출원 회원국에게 상표권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지칭한다. (바이두 백과, 2019년 7월 11일 16시 방문)
http://baike.baidu.com/link?url=JENHSO9wMps386v-PdEUVlBAvrjsg5hc_BwtqCcbwsOjaeUUrwBU5UflqNIbUI
WvjHPdrjiN3q2vXoS_5Reo037CN1Xpcy-SBK-frv8br4AKOJiXnj2WRwNjfuBsCQ86
6) 피
 고1의 정식명칭은 “유니클로 상무 유한공사(优衣库商贸有限公司)”로 일본 기업인 FR그룹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2010년 3월 30일에 본 사건 제3자인 FR Trading社와 함께 설립되었다.
피고2의 정식명칭은 “유니클로 상하이 위에싱환치우 매장(优衣库商贸有限公司上海月星环球港店)”이다.
7) (2014)沪二中民五(知)初字第149号 민사판결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 선고.)
8) 이
 밖에도 사건 심리를 위한 수임료 3,563.94위안 역시 절반은 원고1,2에게 나머지 절반은 피고1에게 부담하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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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의류 견본 라벨에 일반적으로 제품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9) ⅱ) “UL” 표지가 사용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등록일과 게시물 업로드
일시는 각각 2014년 4월 23일 및 2014년 4월 24일로, 이는 원고들이 등록상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공증 처리한 2014년 4월 25일보다 불과 하루, 이틀 앞설
뿐이며,10) 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4년 7월 8일의 www.ulqj.com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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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두 원고와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고 등록상표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결국 법원은 원고가
공증한 두 웹사이트의 내용이 소송에 대비하여 일부러 준비한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원고 측
증거를 배척하였다.11) 더불어 중급인민법원은 ⅲ) 원고가 상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 건의 상표사용허가계약이 모두 진실성과 연관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즉 두 원고가 루이회사瑞逸公司와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은 상표사용료가 매달 30만 위안으로
갓 등록받은 상표라 하기엔 불합리하게 높은 금액인가 하면, 두 번째 계약 체결 당사자는
린웨이쉬안林伟璇으로 이는 원고2의 주주이고, 아이친다오爱琴鸟 회사와 체결한 세 번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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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계약과 기간이 겹치며 상표사용료 역시 과도하게 높아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세 건의 계약 모두 체결 이후의 실질적인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급인민법원은 두 원고가 보유한 상표가 2,600여 개에 달하고, 원고2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상표 이전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화웨이 상표 양도사이트华唯商标转让网에서 본 사건
등록상표 관련 정보가 공고된 적 있으며, 원고2의 대표이사인 황슝웨이黄雄伟가 상담 과정에 두
피고의 “优衣库” 브랜드와 관련하여 거액의 상표 양도 비용을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중급인민법원은 두 원고가 동일한 사안으로 피고1과 FR그룹 및 그 지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으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1,2가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소송을 통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 또는 양도 비용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상표 사용의 독려 및 상표 자원의 활성화 원칙에
위배되며, 요행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고 등록상표를 손해배상의 도구로 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1,2는 손해배상액 청구를 주장하고, 피고1은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9) 중
 급인민법원은 해당 의류 견본 라벨에는 일반적인 제품에 마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조업자·원산지·성분·가격
등의 표기가 없으므로, 다른 입증자료 없이 의류 견본만으로는 등록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0) (2014)粤广海珠 제8861호、제8862호 공증서
www.ul-fashion.com과 www.ulqj.com 웹사이트에 게시물 업로드 일시는 2014년 4월 24일이며, 이 중 www.ulqj.com
웹사이트의 등록일시는 2014년 4월 23일이다.
11) (2014)沪徐证经字 제4458호 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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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2)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1,2가 온라인
홍보 및 계쟁제품에 사용한 표지
이 원고1,2의 등록상표
과 동일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되, 두 원고의 실질적인 등록상표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침해로 인한 상표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IP Insight

(1) 피고1,2의 등록상표 침해 여부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ⅰ) 피고1,2가 온라인
홍보와 계쟁제품에
표지가 등록상표

표지를 사용한 것이 상표적 사용(商标性使用)에 해당하며, ⅱ)
의 “U”자가 변형된 부분과 동일하여 두 표지가 동일하다고 인정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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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동의한다고 설시하였다.

(2) 피고1,2의 민사적 책임 여부
반면 고급인민법원은 ⅰ) 두 원고가 제출한

상표 사용의 증거가 일상적으로 상업 활동

중에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법에 부합하지 않고, ⅱ) 사실 확인 결과 원고1,2가 등록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등록상표 양도를 통해 이익을
꾀하거나 소송을 통한 배상액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고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 측에서 발생한 실질적 손실이 없고, 이미
1심 법원이 두 피고에게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표를 충분히 보호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원고1,2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상표의 무효심판 및 행정소송

한편 FR그룹은 2012년 11월 3일 중국 상표국에

상표의 영토확장출원(商标领土延伸)을

신청하였다가 2014년 4월 15일에 본 출원이 2014년 4월 15일에 거절된 이후, 다시
상표평심위원회에 원고1,2의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상표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13)가 규정하는 정황에

12) (2015)沪高民三(知)终字第45号 민사판결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2015년 9월 1일 선고.)
13) 《상표법(2001년 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8호
실시통제(实施控制)를 표명하거나 보장된 정부당국의 표지(官方标志), 검증날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권리를 부여 받은(授权)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주의 도덕·풍조(道德风尚)를 저해하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其他不良影响)을 미치는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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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며 FR그룹의 무효심판 청구를 거절하였고,14) 이에 불복한 FR그룹은
베이징IP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FR그룹의 주장을 배척한 무효심판과 달리, 원고1,2의
상표
등록이 상표법(2001년 개정) 제41조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정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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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며,15) 상표평심위원회에게 재심리를 명령하였다.16) 베이징IP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두 원고의 보유상표 건수는 2,637건으로17) 이 중 일부 상표가
타인의 유명상표(知名商标)와 발음이나 시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사도를 보이는 가운데,
ⅱ) 원고1,2는 화웨이 상표 양도사이트华唯商标转让网에서 공개적으로
상표를 판매하면서
FR그룹에게 양도비 800만 위안을 제안하기도 한 바, ⅲ)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목적이 아닌 상표를 다량으로 등록하고
사재기하여 상표 양도·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 방식 등으로 이익을 꾀하는 운영방식은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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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사회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점용하여 공공의 이익에도 손해를
미치므로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상표”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1,2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년 1월 26일 고급인민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18)
2018년 2월 27일, 상표평심위원회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행정판결을 받아들여
상표를 재심리한 뒤 제25류에 대한 등록상표 무효를 선고하였고,19) 2018년 8월 6일 상표국은
제1610기 상표 공고를 통하여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20)
발표하였다. 이에 피고1은 원고들의 정당한 권원이 사라졌으므로 자신의 “UL” 사용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였다.

14) 商评字[2016]第1610号 제10619071호 “UL” 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재정 (상표평심위원회 2016년 1월 11일 선고.)
15) 《상표법(2001년 개정)》 제41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기타 단체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내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하여 저명상표권자 (驰名商标
所有人)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선 두 조항의 규정의 정황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신청을 받은 후,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2016)京73行初909号 행정판결 (베이징IP법원 선고.)
17) 법원의 사실 확인 결과, 원고1이 1,931건, 원고2가 706건 상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2017)京行终5603号 행정판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19) 商评字[2016]제1610호 重审 제309호 재정 (상표평심위원회 2018년 2월 27일 선고.)
20) 第1610期商标公告 (상표국 2018년 8월 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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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인민법원의 판시사항 21)
재심 단계에서는 원고1,2의 상표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원고들이
상표 등록으로 타인의 권리를 선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고액의 상표 양도가 성립되지 않자 손해배상액을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여 이는 악의적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상표권 행사가

IP Insight

“신의성실원칙 (诚实信用原则) ”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1,2가 등록상표를 바탕으로
베이징·상하이·광둥·저장 지역에서 피고1과 FR그룹 및 그 매장들을 대상으로 42건의 상표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는 피고1이나 FR그룹의 매장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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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상표법(2013년 개정) 제7조와 민법통칙 제4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22) 최고인민법원은 비록 위 상표법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신의성실원칙은 민사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며 민법통칙은 1986년부터
시행되어온 바, 민법의 기본원칙은 전체 법률체계의 기초 및 전반적(基础性和全局性)인 역할을
발휘해온 만큼 상표법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신의성실원칙”이 시장 참여자가 일제히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원칙이 성실한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의 축적과 사회가치
창조에 기여하고,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권과 합법적·정당한 목적의 재산권 자유 및
권리를 재배치하며, 시장 참여자가 신용을 중요시하고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는 한편, 타인의
합법적 권익 및 사회적 공공이익과 시장질서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토록 한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신의성실원칙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 행사 및 처분을 보장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선의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에 손해를 미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권리를 취득·행사하며, 시장의 정당한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권리 남용(权力滥用)”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법적 보호 및 지지 대상이
21) (2018)最高法民再396号 민사판결 (최고인민법원 2018년 12월 28일 선고.)
22) 《상표법(2013년 개정)》 제7조
상표의 출원·등록(申请注册)과 사용은 마땅히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법통칙》 제4조
민사활동은 마땅히 자원(自愿)·공평·등가보상(等价有偿)·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的原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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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배척하였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원고들이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1과
FR그룹의 해당 표지 사용 금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행위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상표권이란 사법자원을 남용하여 정당치 못한 이익을
꾀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CHINA

Ⅳ. 시사점
대상 판결은 “2018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3)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가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선출원주의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상표가 상표법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중지를 명령하되, 등록상표가 악의적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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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며 실질적인 상표 사용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하였다. 반면
최고인민법원은 원고들이 등록상표 양도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으로 이익을 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악의적 상표 선점은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的原则)”에 위배되고
법률을 부당이익 취득에 이용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는 법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존 판결이 정당치 못한
이익을 꾀하고자 취득한 악의적 선점 상표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진 않았으나 상표권 침해는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24) 본 판결은 악의적 선점 상표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아예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물론 상표권 침해까지도 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최근 악의적 선점 상표에 대한 엄격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중국 당국의 방향성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25)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을 주창하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재정비하는 가운데,26) 2019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제4차 상표법은

23) 본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산권사건(2018年中国法院十大知识产权案件)” 중 하나이다.
www.chinacourt.org/index.php/article/detail/2019/04/id/3850089.shtml (중국법원망2019.4.24.)
24) 유
 니클로 불사용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다른 판례는 IP-NAVI의 “불사용 상표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참조
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oardCode=B00006&boardSeq=9108
25) 中 최고인민법원 “악의적인 상표선점행위 엄격하게 단속할 것”
https://blog.naver.com/kipracafe/22133013185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2019.7.16. 16시 방문)
最高法：严厉打击恶意抢注商标行为
news.cctv.com/2018/07/10/ARTIb67DUaIIJZmwZxW3z4JB180710.shtml (CCTV.com 2019.7.16. 17시 방문)
26) 최근 중국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전자상무법 (전자상거래법)

2018년 8월 3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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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의적 선점 상표 제재 조항을 추가하였다.27) 비록 본 사안은 제4차 상표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당국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악의적 선점 상표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발생되는 상표 무단 선점 사례에서도 유사한 법리 적용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우리기업 연관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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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반부정당경쟁법 (부정경쟁방지법)
전리법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2019년 4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1일 시행 예정
2019년 개정 예정

27) 제4차 《상표법(2019.11.1. 시행예정)》 악의적 선점 상표 관련 제재 규정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제33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
출원

제5장
등록상표
무효선고

제44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제68조
제1항
제3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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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 본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의 의거하여 처벌한다.

“85°C”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기술적 표장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대하여 판시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85°C” 표기가 기술적 표장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판시사항

법원은 피고1이 우유 제품에 표기한 “85°C”가 파스퇴르 살균 공법의 최적온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이는 악의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적(描述性) 표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이 성립되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혼동가능성이 없는 바, 피고1,2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판시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CHINA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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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2018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와
동일한 문구를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인지 따른 등록상표 침해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피고1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에 유사한 표지인 “85°C”를 사용하는 방식이 상품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정당한 사용(正当使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선의에 의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반면 2심 법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조의 부등록 사유에도 불구하고 글씨체와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인 만큼, 피고1의 사용표지가 8, 5,°C 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글씨체와 배열로 인하여 등록상표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85°C에 살균하는
파스퇴르 공법의 기술적 표지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며, 일반대중의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심급

당사자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Gourmet Master Co. Ltd.
(美食达人股份有限公司)

항소인: 광명유업社 (光明乳业股份有限公司)

피고1 : 광명유업社(光明乳业股份有限公司)
피고2 : 상하이 이마트(上海易买得超市有限公司)

피항소인: Gourmet Master Co. Ltd.
(美食达人股份有限公司)

법원

상하이시 황푸구 인민법원(上海市黄浦区人民法院)

상하이IP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

사건번호

(2016)沪0101民初24718号

(2018)沪73民终289号

판결일자

2018년 4월 25일

2018년 12월 14일

판결결과

원고 승소

원심판결 취소, 피고1 승소

[ 원고의 등록상표 제11817439호 ]
제29류 : 유제품 등
관련 지재권

[ 피고의 사용표지 ]
제29류 : 우유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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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1)

참조법령

제48조, 제59조 제1항
제57조 제1호·제2호·제3호
제63조 제1항·제3항, 제64조 제2항
상표실시조례 2)
제79조
상표분쟁사법해석 3)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상표행정사건심리규정 4)
제12조
민법통칙
제179조 제1항 제1호·제8호
제179조 제3항

IP Insight

Ⅰ. 사건의 쟁점

상표법

상표분쟁사법해석
민사소송법

제11조, 제23조
제56조
제57조 제1호·제2호
제59조
제11조
제170조 제1항 제2호

1)2)3)4)

본 사안은 기술적 표장으로 구성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正当使用)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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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시사항
상하이IP법원은 피고1이 우유 제품에 표기한 “85°C”가 파스퇴르 살균 공법의 최적온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이는 악의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적(描述性) 표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이 성립되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혼동가능성이 없는 바, 피고1,2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판시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Gourmet Master社(이하 “원고”)는 타이완 식음료·요식업 기업으로, 2004년 7월에 영업을
시작하여 2005년 2월에 정식 설립, 2010년 11월에 타이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5) 원고는
2007년 12월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2016년 연말까지 총 540개의 매장과 35개의 산하
계열사를 설립하였고, 제43류 요식업과 제29류 유제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85°C”
상표(이하 “등록상표”)를 등록받았다. 원고는 13개의 중국 업체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상표사용허가협의》를 체결하였다.
1)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2013년에 개정된
제3차 상표법이다.
2)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는 상표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에 해당하는 법률로 2002년 8월 3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 따라 2014년 4월 29일에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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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2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4)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수권 행정사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授权确权行政案件若
干问题的规定)》은 상표등록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법률에 의거한 사법심사권 행사를 위하여 2017년 1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원
 고 “Gourmet Master Co. Ltd.(美食达人股份有限公司)”는 2004년 7월에 타이완에서 베이커리 및 커피를 판매하는
직영매장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2월에 정식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이후 주주권 개편을 거쳐 2008년 9월 26일에
Gourmet Master社(开曼美食达人股份有限公司)를 설립하였고, 유명 커피브랜드인 85°C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2010년
11월에 타이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2008년 4월과 2009년 3월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계열사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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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
상표② 제11817439호

상표③ 제13872266호

상표④ 제6111661호

출원 : 2005.02.25
등록 : 2011.08.28

출원 : 2012.11.29
등록 : 2014.07.07

출원 : 2014.01.07
등록 : 2015.11.07

출원 : 2007.06.15
등록 : 2010.02.07

제29류
두유(우유대체품), 우유,
우유음료(우유위주),
우유제품, 밀크쉐이크

제29류
우유, 우유음료(우유위주),
우유제품, 밀크티(우유위주),
코코아우유(우유위주), 말린과일,
잼, 말린 채소, 가공된 견과류

제43류
음식점, 카페, 식당, 뷔페식당,
패스트푸드점, 음식이동제공, 찻집,
피자점(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주로 매장 내 음식 제공)

제29류
정제견과류,
코코아우유(우유위주), 목이버섯,
밀크티(우유위주), 유제품, 김치,
식용유지, 어류식품

CHINA

상표① 제4514340호

2016년 4월 19일, 원고는 광명유업社(이하 “피고1”)가 판매하는 “광명 U Best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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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光明优倍鲜牛奶, (이하 “계쟁제품”)” 포장에 사용된 “85°C” 표지가 두드러져 일반대중이
계쟁제품을 원고의 것으로 여기거나 원고와 특정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混淆)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포장용기의 “85°C” 사용 금지 및 4월 30일 이전으로 원고와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배상 관련 협의를 요구하는 경고장告知函을 발송하였다. 6)
피고1이 생산·판매한 계쟁제품 6)

이에 피고1은 2016년 4월 22일자 회신을 통해 계쟁제품 상의 “85°C” 표기는 해당 우유에
적용된 파스퇴르 살균 공법의 적정 온도로, 이는 상품 특징에 대한 기술적(描述性) 표장에
해당하며 상표적 사용(商标的使用)7)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8) 즉 피고1은 “光明” 브랜드가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9년 12월에 저명상표(驰名商标)로9) 인정받았고 계쟁제품은 중국
6) 2016년 5월 19일, 원고는 이마트 매장(이하 “피고2”)에서 계쟁제품 950ml 2개, 260ml 1개, 1.35L 용량 1개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사진 출처: www.iprdaily.cn/article_20573.html 2019.8.5. 11시 방문)
7) 《상표법》 제48조
상표적 사용(商标的使用)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용기 및 상품거래 문서상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홍보·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피
 고1은 “파스퇴르 살균법(巴氏杀菌, Pasteurisation)”의 적정온도는 85°C로, 85°C를 초과할 경우 파스퇴르 살균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9) 중
 국 상표는 인지도 및 저명성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로 구분된다.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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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유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바, 생산 규모나 브랜드 역사 및 제도, 제품 인지도 면에서
피고1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일반대중의 혼동을 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카페 체인점과 피고1의 유제품 생산 기업은 동종업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기층인민법원의 판시사항 10)

IP Insight

원심에서는 상표 침해 판단을 위하여 계쟁제품 상의 “85°C” 표기가 기술적 표장으로 인한
정당한 사용이었는지가 관건이었으며, 상하이시 황푸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1에게 계쟁제품 판매 금지 및 계쟁제품 포장과

홍보 시 등록상표 사용 금지, 손해배상액 459,500위안을 명령하고, 피고2에게 계쟁제품 판매
금지 및 침해행위 저지비용 69.2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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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1의 “85°C” 표지 사용이 “정당한 사용(正当使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계쟁제품 포장과 홍보에 “85°C” 표지를 사용한 방식은 상품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정당한 사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선의에 의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며(难谓善意)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商品来源的混淆)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59조는 등록상표가 기술적(描述性)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타인이 상품 특징에 대한 설명 또는 객관적인 기술(描述)을 목적으로
선의적인 방식(善意方式)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표기할 경우 일반대중이 이를 상표로
여겨 출처를 혼동(来源混淆)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용(正当使用)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11) 이를 바탕으로 한 선의(善意) 및 필요(必要)에 의한 사용 여부는 상업 관례(商业惯例) 등의
요소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법원은 계쟁제품에 사용된 “85°C”는 온도 개념을 나타내는
기술적(描述性) 표현에 해당하지만 기술적 표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정당한
사용(正当使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 결국 정당한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방식과 그 사용방식을 통하여 나오는 주관적 선의(善意) 및 객관적 합리성(合理)을
포함한 사용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 즉 ⅰ) 피고1이 제공한
지칭하며, “周知商标”라고도 한다. 저명상표는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203, 210면
10) (2016)沪0101民初24718号 민사판결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인민법원 2018년 4월 25일 선고.)
11) 《상표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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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선의(善意)란 주관적인 악의가 없음을 의미하고, 합리성(合理)은 행위의 타당성(妥当性)과 필요성(必要性)을 지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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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의 캡처 화면만으론 살균 적정 온도를 85°C로 채택한 근거가 부족하고, ⅱ) 85°C 기준을
준수했을 때 다른 공법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신선한 우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ⅲ) 계쟁제품 포장에 사용된 표기법은 살균우유에 대한 국가식품안전표기 규정 및 상업
관례에 위배되고,13) ⅳ) 원고의 등록상표가 업계 내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유를 포함한 각종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바, 피고1은 “85°C”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CHINA

업계 내 확인해볼 주의의무(注意义务)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설령 사전조사를 수반하지 못했을지라도 85°C란 표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에 원고가 발송한 경고장 수령 이후 여전히 계쟁제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대량으로 해당 표지를 사용한 태양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표관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선의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기층인민법원은 ⅴ)
일반소비자가 파스퇴르 공법이란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쟁제품의 “85°C” 표지를 접하였을
경우 오히려 해당 표지를 원고의 등록상표로 인지할 수 있으며, ⅵ) 설령 피고1이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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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해당 온도를 기재했을지라도, 눈에 띄는 위치에 자사의 상표 및
브랜드인 “光明”, “U BEST”보다 더 크게 표기한 것은 상업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2) 등록상표 침해 여부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사용한 “85°C” 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상표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원고의
상표 지정상품은 제29류 유제품, 우유, 코코아우유 등으로, 이 중 유제품은 액상우유 즉
살균우유·멸균우유·요구르트 등이 이에 해당하여 피고1의 상품과 동종 상품에 속하고, ⅱ)
등록상표 표지와 피고1의 사용표지가 “85°C”로 동일하며,14) ⅲ) 제품 포장에 해당 표지를
두드러지게 표기한 행위는 정당한 사용 범위를 초과한 상표법 의미상의 사용에 해당하는
바, 피고1이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양 표지의
상업관례(商业惯例)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13) 중
 국 위생부에서 발표·시행 중인 《식품안전 국가표준 파스퇴르살균우유》 제5.1조는 파스퇴르 공법으로 살균한 우유에
대하여 어떻게 표기하고, 라벨의 위치·글씨크기·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문으로 “鲜牛(羊)奶”나
“鲜牛(羊)乳”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위생부에서 발표·시행 중인 《식품안전 국가표준 파스퇴르살균우유》 제4.1.2.1조
역시 식품 라벨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하여 식품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용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비록 위 규정이 강제성을 띄진 않으나, 유제품 생산업계가 공동으로 준수하는 상업관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14)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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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의 현저함(显著性)과 인지도(知名度) 고려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2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관련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며;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표》,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 판단에 참조할 수 있다.

199

혼동가능성에 대한 피고1의 반증이 없는 한 등록상표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15)
더불어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光明”, “光明优倍”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여
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침해자의 상업적 명성은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1이 등록상표 인지도에 편승하고자 한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등록상표는 ‘표지성(标识性) 민사적 권리’로, 상표권자는 타인이 동일·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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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상표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일반대중에게 상표 표지와 상품 출처에 대한 연관성을 각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자신의 브랜드가 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 타인의 등록상표를 임의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할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 손해를 미치고 상표관리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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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층인민법원은

,

,

상표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부정하였다. 즉

상표는 지정상품이 제49류로 피고1이 “85°C” 표지를 사용한 우유 제품과 동종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16) 또한

,

상표는 표지의 주요

부분이 피고1의 사용표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발음(音), 모양(形), 의미(义)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어 유사도가 높지 않고,17) “상표적 사용”이란 표지가 상품에 부착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원고가 상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은 제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성분표시로 이를 피고1이 취급하는 제29류 우유
제품과 동일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양 당사자의 제품용도 및 소비대상 역시 다소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제품은 식감 기능口感功能을 중심으로 하여 체인점에서 현장 제조된
음료를 판매하는 반면, 피고1의 제품은 영양을 중심으로 하여 냉장조건이 구비된 마트
채널에서 판매되므로 기층인민법원은 양 제품의 유사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현저함(显著性)과 인지도(知名程度)와 관련하여, 기층인민법원은 “85°C”가
온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지로 그 자체의 현저함이 약하며, 원고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여
15) 《상표법》 제57조 제1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16) 《상표법》 제57조 제2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17)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1항, 제2항

상표법
제52조 제1호(2001년 2차 개정)가 규정하는 상표의 동일(相同)이란, 피침해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서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양자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지칭한다.
상표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란, 피소된 계쟁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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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그 출처를 원고의 등록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를 지칭한다. (본 상표법 제52조는 현행 상표법(2014년 시행) 제57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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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驰名商标)로 지정받은 상표는 제43류로, 제2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인지도나 현저함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은 일반대중의
주의정도(注意程度) 측면에서 계쟁제품에 표기된 85°C를 상표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당 표지가 포장 정면에 문자로 기술되어 있고 측면의 영양 성분표 및 생산자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볼 경우 원고의 상품과 피고1의 우유 제품이 구분되므로, 양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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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피고2의 경우 침해물품인 계쟁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기층인민법원은 피고2 역시
침해물품 판매로 인한 등록상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18)

(3) 피고1,2의 민사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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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40만 위안과 함께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19) 59,500위안을 배상하고, 피고2에겐 원고가 공증을 위하여 계쟁제품을 구입한
비용 69.2위안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위 금액을 선고한 이유에 대하여, ⅰ) 피고1이 계쟁제품에
85°C를 표기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제품이 더 신선하다는 특징을 부각시킴으로써 매출
상승효과로 연결되었고, ⅱ) 피고1이 반드시 85°C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선의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ⅲ) 원고가 주장한
500만 위안은 추산 방식을 뒷받침할만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고,20) 침해 발생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나 피고1이 얻은 이익, 참조 가능한 등록상표 허가사용비 등의 손해배상액 산출

18) 《상표법》 제57조 제3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19)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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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표법 제56조는 현행법
제63조에 해당한다.)
20) 원
 고는 2016년 피고1의 “광명 U Best 신선 우유” 영업이익(毛利润)이 약 4,784만 위안으로, 순이익(净利润)이 영업이익의
1/10이라고 가정할 경우 침해가 발생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순이익은 약 1,913위안에 달하고, 같은 해 피고1이
광고에 투입한 비용은 약 1억 위안으로 계쟁제품 광고비가 전체 광고비의 1/10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4개월의
광고비는 3,200만 위안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과 함께 위와 같은 수준의 광고투입을
통해 등록상표와 계쟁표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1은 계쟁제품의 매출액이 액상우유
매출의 40%에 불과하고, 쟁점이 된 “85°C”가 표기된 제품은 화둥센터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상하이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고 보존·배송의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에 많은 광고비가 투입되어 흑자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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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부족하므로,21) ⅳ) 법원이 상표의 인지도, 피고1의 주관적 고의 정도, 침해행위의 성질,
정황, 지속시간, 경영규모, 침해로 인한 결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40만 위안을
산정하였다고 설시하였다.22) 더불어 법원은 원고가 피고1의 침해행위 저지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 59,500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에게 지급 명령을 선고하였다.23)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2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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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본 사건 등록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선 정당한
사용, 상표 침해, 혼동이론 등의 법률적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능력 범위 초과에 해당하며, 피고2는 피고1이 제공한 증명서에 대한 심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법원은 피고2가 능력범위 내에서의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다하였고
침해 여부를 분명히 알거나 알 수도 있는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2가
피고1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商品供销合同)을 통하여 침해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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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제품에 대한 합법적 출처의 항변(合法来源的抗辩)이 성립되어 더 이상의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4)
21)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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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6조 제1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피침해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거나 직권에 의거하여 상표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위 상표법 제56조 제2항은 현행법 제63조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되, 최대 손해배상액은 50만 위안 이하다.)
2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6조 제2항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행위의 성질·기간·결과(后果)·상표의 명성(声誉), 상표사용허가비의 금액을
고려하고, 상표사용허가의 종류·시간·범위 및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3)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 제2항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국가 유관 부서 규정에 부합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 내로 산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본 사안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5만 위안, 영수증 공증비 각 3천 위안, 6천 위안을 지불하였다.
24) 《상표법》 제64조 제2항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표법실시조례》 제79조
다 음 은 상표법 제 6 0 조 가 규 정하 는 합 법적 으 로 취 득 한 상 품임 을 입 증할 수 있 는 정 황 에 해당 한 다.
(1) 납품회사(供货单位)의 합법적 서명날인(签章)이 있는 납품명세서(供货清单) 및 상품대금 영수증(货款收据)로 이미
사실이 입증되거나 납품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거래 쌍방(供销双方)이 체결한 매입계약(进货合同) 및 이미 이행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3) 합법적으로 매입 영수증(进货发票)으로 영수증 기재사항과 본 사건 상품이 대응될 경우
(4) 본 사건 상품의 합법적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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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IP법원의 판시사항 25)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85°C” 표지 사용이 원고의 등록상표
쟁점이었으며, 상하이IP법원은 피고1의 사용표지가

를 침해하는지가

상표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적 표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임이 인정되며, 일반대중의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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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상하이IP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원고의 등록상표는 “커피는 85°C에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미쳐 상표등록부처의 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표지에 해당하는데,
는 이러한 상표 부등록 사유를 보완하기 위하여 “8, 5, °C”에 각기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고 높낮이 배열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식별력(显著区别)을 부여하여 등록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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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과정에서

상표의 보호범위가 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양 당사자의 표지가

“8, 5, °C”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피고1의 사용표지는 그 글씨체와 배열이 달라 등록상표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상하이IP법원은 등록상표 보호범위를
지정상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표법 제56조와 지정상품 외의 상표권은 별도 출원을
원칙으로 하는 상표법 제23조에 의거하여,26)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제11판)》에 따르면
피고1의 계쟁제품은 우유(290039)인 반면

상표의 지정상품은 우유제품(290074)·밀크

티(C290069)·코코아우유(C290070) 등으로 서로 같지 않아 동일 상품으로 볼 수 없되, 다만
기능·용도·판매채널·소비대상 등이 기본적으로 같아 유사상품에 해당한다며 1심 법원 판결을
정정하였다.27)
더불어 상하이IP법원은 ⅱ) 피고1의 표지는 계쟁제품에 적용한 살균 공법에 대한
온도표기로, 악의적인 상표적 사용이 아닌 기술적 표지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계쟁제품이 생산 과정 중 파스퇴르 공법을 적용하여 85°C에서
15초간 살균 과정을 거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록 “85°C” 문구가 피고1의 상품 브랜드보다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긴 하나 “85°C 파스퇴르 살균 우유로 더욱 신선”, “파스퇴르 우유야말로
25) (2018)沪73民终289号 민사판결 (상하이IP법원 2018년 12월 14일 선고.)
26) 《상표법》 제56조
등록상표 전용권은 당해 등록이 결정된 상표와 사용을 승인한 상품으로 국한된다.
《상표법》 제23조
등록상표가 사용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 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출원 하여야 한다.
27)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1조
상표법(2001년 2차 개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유사상품이란, 기능·용도·생산부문·판매채널·소비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관련대중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오인·혼동할 수 있는 상품을 지칭한다. 유사서비스란, 서비스의
목적·내용·방식·대상 등의 방면이 동일하거나, 관련대중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 오인·혼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란, 상품과 서비스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관련대중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는 현행법(2014년 시행) 제57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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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우유”, “85°C에서 살균한 파스퇴르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야 파스퇴르 살균우유,
더더욱 신선해”, “85°C 파스퇴르 살균우유 고품질 신선우유” 등의 표어와 함께 사용되어,
온도를 나타내고자 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하이IP법원은 ⅲ) 원고가

상표를 직접적으로 우유 품목에 적용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1의 “光明”브랜드는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설령 일반대중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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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계쟁제품 겉포장의 “85°C”를 보고 이를 파스퇴르 살균
공법에 적용된 온도가 아닌 원고의 상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설시하였다.

Ⅳ. 시사점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대상 판결은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8)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와 동일한 문구를 상품 표지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상표권 보호범위가 쟁점이었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시, 법원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상표
표지의 동일·유사 여부와 함께 일반대중의 혼동가능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본
사안의 경우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라는 점까지 가미되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피고1의 취급제품이 동일·유사제품이었는지, 기술적 표장인 등록상표
표지와 피고1의 사용표지가 동일·유사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였다. 즉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제품이 유제품으로 동일한 상품이고 표지 역시 85°C로 표기되어 모양(字形),
발음(读音), 의미(含义) 등이 동일하며, 계쟁제품 포장에 피고1의 브랜드보다 해당 표지를 더
크고 두드러지게 표기한 건 기술적 표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피고1이 해당 표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선의적 사용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제품은 기능·용도·판매채널·소비대상
등이 같으나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에 다른 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에 해당하고, 양 표지가 외관상 유사하지만 원고의

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체와 배열을 달리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만큼 피고1의 사용표지 역시 등록상표와 글씨체와 배열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한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1의 제품이 워낙 저명한 상표의 제품이고 85°C와
함께 파스퇴르 공법과 관련된 문구를 병기하였으므로,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상품
출처로 혼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8) 본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 지식산권사건(2018年中国法院引发50件典型
知识产权案例)”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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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입장에선 상대방의 저명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구가
유사상품에 사용되었으므로 자신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유사표지 사용자
입장에선 해당 문구가 온도를 표기하는 보통명사이자 기술적 표장인 만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지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표권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이는 어디까지를 상표권의 보호범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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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상표의 본래 목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 표시에 대한 혼동
여부에 따라 양 당사자의 상표권과 사용권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본 사안을 상표법 제57조와 59조에 의거하여 상표법의 입법취지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공공이익의 균형을 강화하고자 함임을 밝혔다. 즉 정당한 사용에 의한
항변 문제(正当使用抗辩的问题)는 계쟁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 정도, 계쟁표지의 구체적
사용 태양을 바탕으로 하여 침해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기술(描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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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며, 일반대중(相关公众)의 오인·혼동(混淆和误认) 가능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상표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상표권 보호범위
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표권과 사회공공이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권 보호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29)

29)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 결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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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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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

판시사항

법원은 피고1의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1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며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惩罚性赔偿)을 적용하여 침해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723,56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시사점

본 사안은 “고의침해”가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피고1은 응찰 목적으로 원고의 정품을 선구매하고 판매대행권을 취득한 뒤, 낙찰된 후에
제3자(페이퍼컴퍼니)와 수출입 대행업체(피고2,3,4,5)를 통하여 정품 대신 계쟁제품을 납품하였다.
이에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이 계쟁제품을 제3자로부터 합법적 절차로 매입하였을지라도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였다는 피고1의 합리적 출처에 대한 항변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한 피고1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본 판결은 중국 법원이 고의침해에 대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고의침해 사례에 우리기업에게 유리하게 참조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많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원고 : Envitech Distribution Ltd.

당사자

피고1 : 베이신강社 (北京北新钢联机电设备有限公司)
피고2 : 선란물류 (上海深蓝物流有限公司)
피고3 : 훙샹타이 무역 (珠海鸿祥泰进出口贸易有限公司)
피고4 : 징청 수출입社 (大连靖成进出口有限公司)
피고5 : 이루이 수출입 대리 (大连义锐进出口代理有限公司)

항소인1 : 베이신강社
(北京北新钢联机电设备有限公司)

항소인2 : Envitech Distribution Ltd.
(艾维泰克销售有限公司)

제3자: 디스카이루이社 (北京帝斯凯锐科技有限公司)
법원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 (北京市石景山区人民法院)

베이징IP법원 (北京知识产权法院)

사건번호

(2016)京0107民初16771号

(2018)京73民终2132号

판결일자

2018년 3월 26일

2019년 4월 17일

판결결과

원고 패소

항소 기각, 피고1 패소
[ 원고의 등록상표 제7398234호 ]
- 제11류 : 물 필터기, 물 정화 설비 및 기기,
물 연화 설비 및 장치
- 2009년 5월 15일 출원, 2012년 8월 28일 등록

관련 지재권

상표법 1)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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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7조 제1항 제6호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상표분쟁사법해석 2)
제9조 제1항
상표실시조례
제75조
민법통칙
제6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79조,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Ⅰ. 사건의 쟁점 1)2)
본 사안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 성립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Ⅱ. 판시사항

CHINA

베이징IP법원은 입찰 목적으로 정품을 선구매하고 판매대행권을 취득한 뒤 낙찰대상에게
정품 대신 계쟁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합리적 출처에 대한 항변이 성립될 수 없고, 부당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며 계쟁제품의 수량이 많고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영향이
크며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와 함께
723,56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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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Envitech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CALEWATCHER”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권리자로, 2012년 3월 14일에 당해상표를 출원하여 2013년 6월 21에
등록받았다.3) 2014년 6월 10일 베이신강社(이하 “피고1”)는 원고의 협력사이자 유일한 정품
생산자인 네덜란드 B&D Ingenierusburo社(이하 “B&D사”)와 중국 내 “SCALEWATCHER” 제품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4) 입찰 목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전자 물 처리기电子水处理器 2대를
구입하였다. 2014년 8월 피고1은 중국이동통신(이하 “CMCC”)의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 전자 물 처리기 27대(이하 “계쟁제품”)가 258만 위안에 낙찰되었다.
2014년 10월 2일, 피고1은 B&D사 제품 27대의 구매·설비·설치테스트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사건 제3자인 디스카이루이社(이하 “제3자”)와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를 체결하였다.5) 본
계약에서 “갑”(피고1)은 “을”(제3자)이 수출입 과정의 계약관련 업무를 “갑”의 명의로 교섭하는
것을 허여하며, “을”은 위 권한을 위임받되 타인의 합법적 권리에 피해를 미쳐선 안되고 상표권

1) 중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에 제정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규정은 2013년에 개정된
제3차 상표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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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nvitech Distribution Ltd.(艾维泰克销售有限公司)”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4) 《제조상 비독자 대리 및 경소 협의(制造商非独家代理及经销协议)》
B&D사가 피고1을 경소상(经销商)으로 위임하여 중국 내 비독점 판매를 위탁한다는 하는 내용이다.
5) 《广谱感应电子水处理器购货及技术服务协议》
본 계약은 피고1(이하 “갑”)이 디스카이루이社(이하 “을”)에게 제품 27대 대금 108.6만 위안과 수출입관세·부가세·해상
운임을 포함한 금액 총 209.6만 위안 지급을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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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에는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키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1과 제3자는 CMCC측에 27대의 계쟁제품을
납품·시공하였다.
한편 상하이 보세구역 해관에서 발급한 두 장의 세관신고서와 수출입위탁대리협의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1은 2014년 11월 27일에 수출입 대행업체인 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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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社(이하 “피고4”)와 《수출입 위탁대리 협의서》를 체결하고 계쟁제품 중 9대의 수출입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피고4는 다시 훙샹타이 무역(이하 “피고3”)과 일련번호 SW007
계약을 체결하여 계쟁제품 9대 구매를 약정하였다. 2015년 2월 5일 피고1은 추가적으로
이루이 수출입 대리社(이하 “피고5”)와 《수출입 위탁대리 협의서》를 체결하여 계쟁제품 중
18대에 대한 수출입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5는 다시 선란물류(이하 “피고2”)와 일련번호
SW019 계약을 체결하여 계쟁제품 18대 구매를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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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8일 제3자 대표는 구매했던 정품 2대와 관련하여 B&D사 대표에게 메일을
발송한 적 있으며, 2015년 4월 24일 제3자 대표의 동료가 B&D사 대표에게 ‘당사는 귀사 제품을
재구매하여 고객사에게 납품하길 희망하며, 이는 당사와 고객사가 협의를 거친 최종 솔루션’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2015년 5월 7일 피고1은 B&D사와 27대 제품에 대한 543,560위안
규모의 《화물 판매 및 서비스 협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1과 제3자가 함께 B&D사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6) 2015년 12월 5일 제3자는 피고1에게 2014년 10월 2일에 체결한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에 따라 전자 물 처리기 27대를 납품하였다는 《증명》을 발급하였다.
이후 제보를 통하여 원고는 피고1과 제3자가 CMCC에 계쟁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D사 대표가 직접 CMCC 내몽고 지사에 방문하여 계쟁제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CMCC는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한 다음 계쟁제품을 임시 보관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CMCC에 납품한 계쟁제품이 B&D사의 정품이 아닌 자신의 등록상표 침해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섯 피고와 제3자의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공동 배상 794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7)

1. 기층인민법원의 판시사항 8)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SCALEWATCHER”가
표기된 계쟁제품 27대의 판매 및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의 경제적 손실 543,560위안과
6) (2017)京长安内民证字 제26166호 공증서
7) 794만 위안 = 원고의 경제적 손실 774만 위안 + 침해행위 저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만 위안
(공증비(8940위안), 번역비(7461위안), 변호사 선임비 등)
8) (2016)京0107民初16771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스징산구 기층인민법원 2018년 3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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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저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 180,000위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723,560위안을 선고하였다.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원고는 “SCALEWATCHER”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내 사용에 대하여 중국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9) ⅱ) 피고들이
사용한 표지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시각적 차이가 없고 등록상표

CHINA

지정상품과 동일 품목에 적용되어 동일상표(相同商标)에 해당하며,10) 계쟁제품이 유일한
공식 생산자인 B&D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침해물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층인민법원은 동 법원이 이전에 판시한 원고와 피고1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계쟁제품과 B&D사의 정품 비교 결과 여러모로 다른 점이 발견된 점을 강조하였다.11) ⅲ) 설령
피고1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이 침해물품인지 모르고 CMCC에 납품하였고,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제3자와 체결한 법률적 위탁관계가 유효하므로 제3자가 피고1의 명의로 27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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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제품을 구매·납품한 행위와 그 결과 및 책임소재는 피고1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12)
따라서 기층인민법원은 ⅳ) 피고1과 제3자의 행위가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되,
다만 피고2,3,4,5는 실질적으로 본 사건 침해행위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 증거가 없으므로,13)
피고2,3,4,5의 상표권 침해는 부정하였다.14)
9) 《상표법》 제56조
등록상표 전용권은 당해 등록이 결정된 상표와 사용을 승인한 상품으로 국한된다.
10) 《상표법》 제57조 제1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1항
상표법 제52조 제1호(2001년 2차 개정)가 규정하는 상표의 동일(相同)이란, 피침해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서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양자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지칭한다. (본 조항의 상표법 제52조는 현행법(2014년 시행)
제57조에 해당한다.)
11) (2015)石民(知)初字第8255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스징산구 기층인민법원 선고.)
B&D사 대표가 직접 전문가 보조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계쟁제품과 정품 비교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B&D사 대표는 계쟁제품의 외관 형상, 제품마크 위치, B&D사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 은 정품과
일치하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계쟁제품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 및 취급자 관련 정보가 정품의 것과 다르고,
계쟁제품의 부피가 정품보다 좀 더 크며, 정품 일련번호는 인쇄형태인 반면 계쟁제품은 부착 형태로 다르고, 정품
내부의 검은색 판은 알루미늄 재질인 반면 계쟁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품은 방수가
가능하도록 빈틈없게 처리하기 위하여 독일산 나사를 사용한 반면 계쟁제품은 플라스틱 나사가 사용되었고, 측량판과
버저(buzzer) 역시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12) 《민법통칙》 제63조 제2항
대리인은 대리 권한 내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진다.
13) 《상표법》 제57조 제6호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帮助),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상표법실시조례(2014년 시행)》 제75조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하여 창고보관(仓储)·운송·우편발송(邮寄)·인쇄제작(印制)·은닉·경영 장소·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6호가 규정하는 편의조건 제공에 속한다.
14)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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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층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즉
피고1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발급한 《수권서》, 입찰·낙찰 공고, 전자우편 내용 및
27대 계쟁제품의 세관신고서, 《수출입 위탁대리 협의서》, 계약서, 영수증, 송장, 이후의
《화물 판매 및 서비스 협의》 이행 현황 등을 통해 상표권자가 입은 실제 손실이 정품 27대
가격 543,560위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기층인민법원은 ⅴ) 피고1이 정품
2대를 구매하고 B&D사로부터 취득한 수권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납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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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제품으로 공급한 바, 이는 피고1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계쟁제품의 수량이 많으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惩罚性赔偿) 대상임을 강조하였다.15) 이에 기층인민법원은 정품
27에 해당하는 금액 543,560위안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8만
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에게 총 723,56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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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피고1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1의 악의가 명백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침해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IP법원에 손해배상액 13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베이징IP법원의 판시사항 16)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베이징IP법원은 양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의 행위가 등록상표 침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유일한 정품
제조사인 B&D가 감정한 결과 CMCC에 납품된 계쟁제품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피고1이 입찰에 필요한 수권서 취득을 목적으로 정품 2대를 선구매한 뒤 본 사건 제3자를 통해
다른 경로로 계쟁제품을 매입하여 CMCC에 납품한 점은 과실이 있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액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고1은 계쟁제품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17) 베이징IP법원은 ⅰ) 피고1이 지속적으로
15) 《상표법》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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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16) (2018)京73民终2132号 민사판결 (베이징IP법원 2019년 4월 17일 선고.)
17) 《상표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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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사가 제조한 정품을 CMCC에 납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피고들로부터 계쟁제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침해물품인지 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합법적 출처의 항변(合法来源抗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베이징IP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ⅱ) 원심 법원의 금액 산정방식은 분명

CHINA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明显不当),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베이징IP법원은 통상적으로 침해로 인한 손실은 매출액에서 제품
생산·판매 등의 비용을 제외한 이윤, 곧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심법원이
피고1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품 27대 가격인 543,560위안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부분은 18) 예상이익이 없고 매출액만 있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산정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이유에 대하여,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이 지속적으로 B&D사를 통하여 정품을 납품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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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채널로 계쟁제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과실(过失的过错)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적용됨에 부당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침해행위로 피고1이 얻은 이익이나 원고가 입은 손실 확정이 어려우므로, 피고1의 주관적
악의, 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손실 보상 및 피고1의 행위에 대한 징벌
측면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19)

Ⅳ. 시사점
본 사건은 중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최신 사례 중 하나로, 고의 침해 여부에
따라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는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산정 시,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실제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상표권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의
이익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표 사용에 대한 허가비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전반적인 침해 정황, 즉 침해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고의 여부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산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의침해의 정황이
엄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이미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하였으며, 당시 최고 50만 위안이던 손해배상액을 한 차례 상향 조정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상표법 제63조 제1항, 본문 각주 16 참조.
19) 《상표법》 제63조 제3항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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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법(2013년 개정) 제63조는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 300만 위안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 개정되어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제4차 상표법은 최근 침해규모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을
보완하고자, 중국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힘입어 최고 500만 위안 이내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차 상향 조정되었다.

IP Insight

[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강화 추이 ]

조항

2019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법정 손해배상
산정기준

상표법 제정
(1982.8.23.)
제39조

1차 개정
(1993.2.22.)
제39조

침해 기간 동안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금액 상한

2차 개정
(2001.10.27.)
제56조

㊉ 침해행위 저지 위한 ㊉ 상표사용허가료
합리적 지출 포함
참조가능

(악의적 침해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없음

없음

3차 개정
(2013.8.30.)
제63조

50만 위안 이하

4차 개정
(2019.4.23.)
제63조
(2019.11.1.
실시예정)

-

산정 금액의 1~3배
적용

산정 금액의 1~5배
적용

300만 위안 이하
(약 5.1억 원 내외*)

500만 위안 이하
(약 7.5억 원 내외*)
* 환율 1위안 = 170원 기준

이러한 제도적 보호 강화는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노련한 업체들에
대한 상표권 침해 제재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1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제3자를 설립하고 제3자와의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 계약을 통하여 계쟁제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때 피고1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3자로 귀속되게 설정해둠으로써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피고1은 합법적인 매매계약 절차로 “합리적 출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피고1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적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 판단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취지가 악의적인 경우 결국 성립이 불가함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고의침해에 대한 사법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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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사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많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고의침해 사례에서 우리기업이 유리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가올 2019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4차 상표법이 실시될 경우,
더욱 강화된 징벌적 배상 조항과 함께 더욱 강력한 상표권 보호가 기대된다.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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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에 기재된 선행발명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パラマウントベッド株式会社 vs. 특허청장관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IP Insight

원고의 특허 발명이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심결에 오류가 있었는가의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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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파라마운트베드의 특허 출원발명이 인용기술의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특허청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시사점

신규성 판단에 대한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에서 인용발명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인용발명과 출원발명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차이점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청구항과 연계된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차이점이 없을 경우 심사관은 청구항의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청구항과 연관된 발명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은 청구항의 발명을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인정한다. 이때
심사관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된 내용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

심급

당사자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파라마운트침대주식회사
(パラマウントベッド株式会社) (청구인)

파라마운트침대주식회사
(パラマウントベッド株式会社) (원고)
특허청장관 (피고)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불복2017-12815

2018년(평성30년) 제10161호

판결일자

2018년(평성 30년) 9월 26일

2019년(영화 원년) 10월 2일

판결결과

심판청구 불성립(신규성 상실)

기각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침대조작장치 및 프로그램(ベッド操作装置及びプログラム)
특허출원번호 2013-84215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특허 발명에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심결에 오류가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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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시사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파라마운트베드의 특허 출원발명이 인용기술의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특허청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JAPAN

원고는 2013년(평성 25년) 4월 12일 침대 조작 장치 및 프로그램 (ベッド操作装置及
びプログラム)이라 명명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1) 특허청은 2016년 8월 29일
거절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월 7일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은 2017년(평성
29년) 5월 22일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거절불복심판을
신청하였다. 특허청의 거절 사유는 원고의 출원발명과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 공보에
반포된 발명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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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서 7의 범위는 2016년 11월 7일 보정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인용문헌과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내용은 등과 발을 올리는 각각의 동작과 침대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 중 최소한 하나가 실행될 때 이를 제어하고 실행하는 침대와 여기에 연결된 침대
조작 장치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침대는 전원이 켜지면 대기상태가 되고
조작입력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조작입력 과정이 요구되며
앞의 조작입력수단을 선택한 상태를 검출하는 선택상태 검출수단과
선택상태 검출수단에 의해 선택한 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검출하는 선택해제 검출수단과
선택해제 검출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태가 해제된 것을 검출한 때에
침대 조작 장치를 대기상태로부터 조작 가능상태로 변환시키는 전환수단과
침대 조작 장치가 조작가능상태가 된 때에는
조작 입력수단에 의한 조작입력에 따라 구동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침대동작의
제어를 행하는 침대동작 제어수단
이 모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대 조작 장치

인용문헌의 청구항 1은 「구동기에 전원이 연결된 경우 제어방법에 대하여 전원을 투입할
때 리모컨의 임의의 키를 누르면 그 키를 해제시킨 후에 구동기를 기동하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를 특징으로 하는 구동기의 제어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인용문헌의 해결과제는
1) 特願2013-84215号.
2) 特開２００２−９９３０３号 公報
3) 特願2013-84215号.
4) 不服２０１７−１２８１５, 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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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에서 보이는 것처럼 리모컨 위에 물건이 놓여 버튼이 잘못 눌린 상태에서 전원이
연결된 경우 구동기가 작동하게 되어 침대 사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인용문헌에 기재된 인용발명은 3단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동한다.5) 1단계는 전원을 연결한 후에 리모컨 키가 임의로 눌렸는가를 확인하며,
2단계에서는 임의로 눌려 있는 키를 해제하는 것이다. 3단계는 임의로 눌려있는 키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 후 구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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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조는 특허 출원발명이 출원 이전에 일본 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6)
특허청은 원고의 명세서 청구항 1의 발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결정을 통보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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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허청의 심결
출원인은 인용문헌과 출원발명의 비교에서 두 발명에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용문헌은 초기상태로 되어있는 조작키 위에 물건이 놓일 경우 전원이 연결되더라도 침대를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발명으로 여기에는 리모컨 키 위에 물건이 있는 경우 침대 조작
방법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출원발명은 대기상태나
조작가능상태 두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환수단에 대해서도
인용문헌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은 인용문헌의 3단계인 키가
해제되고 나서 임의로 키를 누를 경우 구동기가 가동한다고 묘사한 부분은 리모컨 키가 해제될
경우 구동기를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8)
특허청은 이에 대하여 인용발명은 전원이 연결된 후에 리모컨 키가 임의로 눌린 것을
확인하는 것을 1단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하였다. 출원인의
두 번째 주장인 「전원을 연결한 후부터 리모컨의 키가 해제되어」라는 것은 리모컨 키가

5) 인용문헌은 특허청 심사관이 인용한 문헌을 말하며 인용발명이란 비교대상발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본 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일컫는다.
6)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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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⓶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7) 不服２０１７−１２８１５, 2面.
8) 前揭,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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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때 리모컨을 대기상태로부터 조작가능상태로 변환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서는 인용문헌의 2단계 후에 임의의 키를 누른
때에 구동기를 가동시키는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해지면 리모컨의 키가 해제되는 순간
구동기가 가동하고 그 후에 임의로 키를 눌러 구동기를 가동한다는 것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출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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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용발명과 해당 발명을 비교한 결과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발명은 등과 다리를 올리는 동작, 침대 전체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할 때 이를 제어하는 침대 조작 장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두 장치는
전원을 연결하면 대기 상태가 되고, 조작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조작 방법을 입력하여야
하며, 앞의 조작 입력 수단이 선택 되어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선택상태 검출 수단과, 선택상태
검출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태가 해제 된 것을 감지할 선택해제 검출수단과, 선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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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태가 해제된 것을 검출할 때에는 침대 조작 장치를 앞의 대기
상태에서 작동 상태로 전환시키는 전환수단과, 침대 조작 장치가 작동 상태에서, 조작 입력
수단에 의한 조작 입력에 따라 구동 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침대 동작을 제어 할 침대 동작 제어
수단에 의해 침대 동작의 제어를 행한 침대 동작 제어장치 등을 대비한 조작장치의 관점에서
일치하며 둘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특허청은
출원인의 발명이 인용발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10)

V.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고등재판소는 원고의 특허청 심결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고등재판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용발명과 해당 발명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1)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인용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ⅰ)
전원이 연결된 후 리모컨의 임의의 키가 해제된 경우를 확인하는 1단계에 대하여 인용발명과
특허발명을 비교하였다. 인용발명의 과제는 리모컨 위에 물건이 잘못 올려져 버튼을 눌러
전원이 통하는 경우의 안전성 확보에 있는 것이며 특허 발명의 실시례에 나타난 경우는 해당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며 이는 인용발명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다. (ⅱ)
리모컨 키가 눌려진 다음에도 구동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 임의로 키를 누른 경우에도

9) 上揭, 8面.
10) 前揭, 7面.
11) 平成３０年（行ケ）第１０１６１号 審決取消請求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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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가 작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도 두 발명을 비교하였다.
원고의 발명 실시례까지의 내용은 리모컨의 아무 키나 임의로 눌린 경우 구동기룰
작동시키지 않고 키를 해제한 경우에만 키를 작동시키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원고는 다음으로 특허청이 인용발명과 원고의 발명을 비교할 때 오류를 범하였다고

IP Insight

주장하였다. (ⅰ) 인용발명의 눌렸는가를 확인하는 구성을 원고 발명의 선택상황 검출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용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구동기를
제어하는 3단계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으나 이 세 단계에서 동작의 주체는 구동기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발명이 눌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이 리모컨에 있는 기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출원발명에는 침대 조작장치가
선택상태 검출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발명의 선택상태 검출수단과 인용발명의 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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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또한 (ⅱ) 특허청이 인용발명에서
보이는 키가 해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구성이 출원발명의 선택해제 검출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원고는 (ⅲ) 인용례에는 출원발명의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ⅳ) 인용례에서 출원발명의
전환수단을 인정하는 것 또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13)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용발명으로 인정한 것이 오류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세서에서 보이는
인용례의 과제는 기존의 구동기의 제어방법에 대하여 전원을 연결한 전후에 걸쳐 리모컨
키가 눌리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전원연결 후에 리모컨 키를 눌렀을 때를 살펴보면 침대 등
구동기가 가동되는 장치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가 말하는
리모컨의 키 위에 물건이 잘못 놓여있는 경우 버튼이 눌려진 상태가 된 경우에는 문장의
처음에 「예를 들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단계와 관계된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키가 임의로 눌렸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원이 연결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원을
투입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전원이 연결된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명백하다.14)
「리모컨 키가 해제되더라도 구동기가 기동하지 않고 임의로 키가 눌린 때 구동기가 움직이는

12) 上揭, 5-6面.
13) 前揭, 6-9面.
14) 前揭, 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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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인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명세서의 내용에 있는 구동기를
기동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ⅰ) 리모컨의 임의의 키가 해제될 때와 (ii) 리모컨 키가 해제되고
임의의 키를 누르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키가 해제되는 것과 임의의 키가 눌리는 때 사이에 구동기가 기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세서의 3단계 내용을 보면 「키가 해제되면」에 이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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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임의의 키를 누를 때 구동기를 기동한다」에 이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원이 연결된 후 최초로 구동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5)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대비 판단이 오류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먼저 인용발명의 눌림 상태 확인 단계 구성은 출원발명의 선택상태 검출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인용발명의 「해제된 것을 확인」하는 구성은 출원발명의 선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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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구동기의 작동을 조작, 제어하는 것은
리모컨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이견을 보이는데 1단계의 리모컨 키가 임의로 눌렸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구동기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6)
인용례에는 출원발명의 대기상태의 개시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의 키를 누를 때는 구동기를 가동한다」고 하는 것은 구동기의 가동은 전원투입 후 최초의
구동기의 기동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용발명에 대하여서는 전원
투입, 즉 전원이 연결된 후 키가 해제될 때까지는 구동기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리모컨은 실질적으로 대기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17)
인용례에서 출원발명의 전환수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인용례에는
실질적인 대기상태가 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용발명을 작동할 때 1, 2단계를 거쳐
키가 해제된 후에 임의의 키를 누르면 구동기가 가동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는 침대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 해제 전후에 대기상태에서 조작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8)

3.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고등재판소는 먼저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선행 기술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15) 上揭, 9-10面.
16) 前揭, 10面.
17) 前揭.
18) 前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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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출원발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법원은 원고의 발명과
인용발명의 비교에서 인용례에는 이 사건에 대한 특허청 심결이 인정한대로 인용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인용발명이 출원발명의 구성요건 일부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은 원고도 인정한 부분이다. 인용발명에서 출원발명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선택상태검출수단이다. 인용례에는 구동기의 동작을 조작, 제어하는 것은 리모컨에 있고
리모컨은 구동기의 동작을 조작, 제어하는 쪽의 것에서 구동기는 리모컨에 조작,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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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리모컨의 키가 눌려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구동기의
동작을 조작, 제어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앞의 확인동작을 이행하는 것은
리모컨에 있고 리모컨은 1단계 작업을 위한 구성에 있다고 보았다.19)

(1) 선택상태 검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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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먼저 선택상태 검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원은 인용발명의
1단계인 리모컨 키가 임의로 눌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출원발명의 조작입력수단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용발명의 눌림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은
출원발명의 선택상태 검출수단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용발명의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인용례에서 인용발명의 전원을 누른 후에 리모컨의 아무
키가 눌려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인용발명의 실시례와
관련하여 인용례의 기재를 보면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임의의 키가 놀려있었는가 눌려있는
상태였는가 분리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발명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례에는
1단계에서 전원이 연결되는 시점에 리모컨의 임의의 키가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출원발명 1단계에는 전원이 투입된 후에 리모컨의 임의의 키가 눌리는 것으로 모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발명의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0)

(2) 선택해제 검출수단
인용발명의 2단계인 리모컨이 눌린 경우는 그 후 리모컨 키가 해제되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출원발명의 선택상태 검출수단보다 선택해제상태가 해제된 경우를 검출한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용발명의 해제 여부 확인은 출원발명의 선택해제 검출수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21)

19) 平成３０年（行ケ）第１０１６１号 審決取消請求事件, 21면.
20) 前揭, 20-23面.
21) 前揭, 23-2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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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수단
인용발명은 키가 해제되어 있지 않으면 해제될 때까지 대기, 리모컨의 키가 해제되면 대기,
리모컨의 키가 해제되고 임의의 키가 눌리면 구동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용발명은
키가 해제되고 난 후 임의의 키를 눌러서 구동기를 기동시키는 상태, 침대의 조작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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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 키가 해제될 때까지는 출원발명의 대기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전환수단이 대기상태에서 조작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수단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용발명은 키의 해제 전후에 대기상태에서 조작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발명의 리모컨은 전환수단에 해당하는 구성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2)

(4) 대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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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용발명의 리모컨이 전원을 연결한 후 1, 2단계를 거쳐 리모컨의 키가 해제될
때까지의 시간은 구동기를 기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출원발명의 침대 조작장치는
전원이 연결되면 대기상태가 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3)

(5) 그 외의 부분
원고는 본건 심결의 인용발명 인정은 인용례의 발명을 하나의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의 기재만으로 처리하여 근거 없이 인용발명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개시하지 않은
발명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해당 심결에서 인용발명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24)

V. 시사점
1.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판단에 대한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에서
인용발명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인용발명과 출원발명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차이점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청구항과 연계된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차이점이 없을 경우 심사관은 청구항의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22) 上揭, 24-27面.
23) 前揭, 27-28面.
24) 前揭, 2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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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청구항과 연관된 발명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은 청구항의 발명을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인정한다. 이때 심사관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출원당시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5)
대상 사건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신규성 판단에서 선행기술과 특허 출원발명을
출원서에 기재된 인용례와 비교하였다.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고등재판소는 선행기술과

IP Insight

출원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선행기술의 어떤 부분이 출원발명에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허청은 이렇게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에 상응하는
부분과 그 작동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발명은 선행기술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두 발명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해결 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발명의 효과와 함께 실시례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시례는 세분하여 전체의 개요와 기능구성, 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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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flow chart), 본체발명의 특징, 구성요건의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는 신규성
판단에서 명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을 비교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항에 나타난 부분 외에도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인용발명을 비교하였다.26)

2.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기술의 판단기준
심사관은 선행기술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인용발명을 특정할 수 있다. 이때
선행기술은 출원발명 이전에 일본 국내외에서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알려진 것을 말한다.
출원발명보다 앞선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시, 분, 초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외국에서
알려진 사실은 일본 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해당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국에서의 반포는
불특정다수가 해당 발명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행물에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 유형이다.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이와 균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허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행물에 기재된 정보를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의
시선으로 출원발명을 볼 때 특허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발명을 인용발명이라고 한다.27)
심사관은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과 이와 균등한 내용에 대하여 당업자가 거절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ⅰ)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간행물의 기재 및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기반으로 할 때 당업자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ii) 방법 발명에 대하여 간행물의 기재 및

25) 「日本審査基準」 第III部 第2章 第1節 新規性, 1面.
26) 平成３０年（行ケ）第１０１６１号 審決取消請求事件.
27) 「日本審査基準」 第III部 第2章 第3節 新規性·進步性の審査の進め方, 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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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 당업자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8)
출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선행기술 판단 시점은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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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만약 간행물에 발행시기에서 연도만 기재되어
있다면 반포 시기는 기재된 연도의 마지막 날로 추정한다. 연도와 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월의 마지막 날로, 연도, 월, 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날짜가 끝나는 시간을 반포시기로 본다.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간행물이 일본에 수입된 시기가 알려진 경우
수입이 행해진 시간에서 발행국에서 일본 수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뺀 시점을 반포시기로
추정한다. 국내 간행물의 경우 해당 간행물에 대한 서평, 가탈로그 등을 게재한 다른 간행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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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그 다른 간행물의 발행시기에서 추정하는 원 간행물의 반포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간행물의 증보판이나 재판이 있는 경우 초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된 초판의
발행 시기를 반포시기로 본다.
특허 출원일과 간행물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간행물의 발행의 시기가 특허
출원 시점 전에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외에는 반포시기를 특허 출원 전으로 보아야 한다.29)

28) 前揭, 3面.
29) 上揭, 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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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서 단순한 추측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Ｇ－８ International Trading 株式会社 v. 특허청장관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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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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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특허청 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심결을 취소하였다.
해당사건에서 특허청 심결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의 차이점은 인용기술과 출원발명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하였다. 특허청은 인용례 1, 2에서 출원발명으로 가는 과정을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고등재판소를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먼저 대상 발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는 발명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증을 시작한다. 이를 일본 특허법에서는 용이상도성 (容易相到性)이라고 부
른다. 용이상도성의 판단과정에서는 사후 분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는 배제되어야 하며 대상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파악할 때 무의식적으로 해결수단 내지 해결결과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해당 발명이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내용
을 검토할 때에도 추측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다.
2009년 전까지는 일회용 기저귀 사건의 원칙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검토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출원발명을 도출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았다. 이후 2009년 회로용 접속부재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용이상도성 파악에서 과제·해결수단 파악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적 고찰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
라고 하는 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심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G-8 International Trading (청구인)

G-8 International Trading (원고)
특허청장관 (피고)

법원

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사건번호

불복 2016-15650

평성30년 제10161호

판결일자

2018년(평성 30년) 6월 12일

2019년(영화 원년) 10월 2일

판결결과

심판청구 불성립(신규성 상실)

원심 심결 취소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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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진보성 상실 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重⾦属類を含む廃棄物の処理装置およびそれを⽤いた重⾦属類を含む廃棄物の処理⽅法
(중금속류를 포함한 폐기물의 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중금속류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방법)
특허출원번호 2014-508992
특허법 제29조 제2항

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진보성 상실
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Ⅱ.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시사항

JAPAN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특허청 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심결을 취소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2년(평성 24년) 4월 4일 중금속류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중금속류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명명한 발명에 대하여 국제 특허를 출원한 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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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절차를 밟았다.1) 원고는 2016년(평성 28년) 7월 15일 거절결정을 통보받았고 같은 해
10월 20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2) 원고는 2018년(평성30년) 4월 4일
제출한 보정서에서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하였다. 특허청은 같은 해 6월 12일에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내용은 2018년 7월 4일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년 8월 1일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출원발명 청구항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 개폐되는 배출구와 폐쇄공간이 있는 밀폐용기의 내부에
고체형태의 유기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넣어 죽과 같은 상태 또는 고형의
유기폐기물 및 유기폐기물의 탄화처리 중에 소량씩 생기는 중금속류를
5CaO·6SiO₂·5H₂O(토바모라이트) 결정 구조 중 봉쇄를 위한 5CaO·6SiO₂·5H₂O
결정 (토바모라이트)이 형성되는 Ca 성분원료 및 SiO₂ 성분원료를 수용하는 공정과
고형 상태의 유기계 폐기물을 분쇄하면서 Ca성분원로 및 SiO₂ 성분원료를 섞어
혼합하는 (교반혼합) 공정과
밀폐용기 안에 수용된 교반 단계에서 분쇄되고 혼합된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Ca성분원료 및 SiO₂ 성분원료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사하여 처리하거나
금속류가 갇힌 5CaO·6SiO₂·5H₂O 결정(토바모라이트) 구조의 증가를 상기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형성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의 수중기를 분사하는 공정과
처리 후에 밀폐용기 내의 수증기를 냉각하여 중금속류 수용성화합물을 더하여
처리한 액체와 중금속류가 봉인된 토바모라이트를 더하여 처리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공정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금속류를 포함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

1) 特願２０１４－５０８９９２
2) 不服２０１６－ １５６５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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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진보성 판단에 사용한 인용례는 2가지로 인용례 1은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국제출원의 발명이고 인용례 2는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다른 출원서에
기재된 기술수단이다. 인용례 1의 인용발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기계 폐기물을 고온고압의 증기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처리한 폐기물과
액체를 분리한 상태에 추출한 유기계 폐기물의 액체분리회수방법에 대하여

IP Insight

기재하고 있다.
방법에 대하여는 개폐기를 장착한 배출구와 개폐공간이 있는 밀폐용기의
내부에 유기계 폐기물을 수용하는 것에 있다.
밀폐용기의 내부에 수용된 유기계 폐기물은 고온고압에서 동요되고 탄화되는
것이며 이때에도 고형물의 폐기물은 분쇄되고 교반되는 것이다.
탄화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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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인용례 1은 “개폐기구가 장착된 배출구와 폐쇄 공간을 동시에 가진
밀폐 용기의 내부에 유기 폐기물을 수용하고 고형의 유기 폐기물을 파쇄하면서 교반하고,
고온고압의 증기를 분출하여 탄화 처리된 폐기물와 액체를 분리한 상태에서 꺼내는 유기계
폐기물 액체 분리 회수하는 방법”이다.
인용례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밀폐용기 내에서 수증처리를 행함으로써
도모라이트 등의 결정성 칼슘 실리케이트(규산 칼슘)이 생성되도록 중금속용출억제를
도모하는데 충분한 양의 칼숩 화합물과 실리카를 첨가함으로써 중금속의 내부에
갇혀(고정된), 외부로의 용출이 억제되는 것이다.
수증처리는 130 – 300℃의 포화증기의 존재하에 대하여 1-48시간 행한다.
결정이 성장하는 강도의 많은 토바모라이트를 생성하여 용출억제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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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 인용례 1, 인용례 2는 모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출하는데 각각의 수치상
차이를 보인다. 출원발명은 120-250℃, 1.1–1.2 MPa, 인용례 1은 180-250℃, 1.5–3.5
MPa, 인용례 2는 130-300℃, 0.28–9.41 MPa의 온도와 압력을 사용한다.

IV. 특허청의 심결

JAPAN

특허청은 출원인의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인용기술로 인해 진보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국제출원이 된 기술(인용례 1)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인용례 2)이다.3) 특허청은 출원발명이 인용례 1의 발명과
인용례 2에 기재된 기술수단과 주지기술에 기반하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출원기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허청은 인용발명의 「개폐기구가 있는 배출구와 개폐공간이 있는 밀폐용기」는 출원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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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개폐기가 있는 배출구와 폐쇄공간이 있는 밀폐용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용발명의 유기계 폐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중금속류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관념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허청은 인용례와 출원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4가지로 나누었다. 차이점 1은 출원발명에는
유기폐기물 및 유기폐기물의 탄화처리 중에 소량씩 생기는 중금속류를 토바모라이트 결정
구조 중 봉쇄를 위한 토바모라이트이 형성되는 Ca 성분원료 및 SiO₂ 성분원료를 처리하는
것인데 비하여 인용발명에는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을 포함한 죽과 같은
상태까지 고형 유기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점이다.
차이점 2는 출원발명에는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Ca성분원료 및 SiO₂ 성분원료까지
생성되는 중금속류가 갇힌 토바모라이트 구조가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층을 형성하는
것에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더한 죽 같은 상태까지
고형의 유기계 폐기물이 탄화된다는 점이다.
차이점 3은 출원발명에는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사하는 처리 후 밀폐용기 내에 있는 것을
냉각시켜 중금속류의 수용성 화합물을 더하여 처리하는 액체화하는 공정이 있는 것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해당 공정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차이점 4는 출원발명에는 중금속류의 수용성화합물을 더하여 처리하는 액체와 중금속류가
봉인된 토바모라이트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이 생성되는 것에 비하여 인용발명에는
처리한 폐기물과 액체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3) 國際公開第2006/126273 (國際公開日 2006년 11월 30일); 特開2008-689号公報(公開日 平成20年 1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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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발명은 인용례 1에 기재된 발명 및 인용례 2에 기재된 기술 수단 및 주지
기술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정하였다.

V.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IP Insight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청이 선행기술과 출원발명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청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내용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발명은 대상물을 유기계 폐기물을 주로 하여 중금속을 전부 고려하려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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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은 공통점의 인정을 전제로 차이점 1,2에 대하여 출원발명의 처리대상을 유기계 폐기물,
인용발명의 처리대상을 고체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넣은 죽과 같은 고형 상태의
유기계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출원발명의 처리대상을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포함한 죽과 같은 고형 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인용발명의 처리대상을 유기계
폐기물이라고 분류하였다.
차이점 1과 2에 관련된 용이성 판단에서도 특허청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기술 분야의 연관성에서 인용발명은 수열처리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의 분야에 속해있으나
유기폐기물의 수열처리자체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폐기물의 처리 후에 생성되는
고형물에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회수하는 점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고체와 액체
분리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갑 2의 기술은 폐기물 중에 중금속의 처리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기술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과제 및 작용, 기능의 공통성에서 인용발명은 대상물을 유기계 폐기물과 중금속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 인용례 1의 내용은 인용발명은 주로 고액분리의 종래기술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과제로 삼은 것이며 이를 위한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 출원발명은
교반을 통해 소립자화한 전동한 고형폐기물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형폐기물입자들이 균일한 연속된 토바모라이트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중금속류의 용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점 1과 2에 연관된 출원발명의 방법은 인용발명 및 갑 2
기술의 기본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차이점 3과 4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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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에서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분야의 관련성에서 인용례 1에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인용발명은 수열처리에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갑 2 기술은 중금속을 더한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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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밀폐용기 내에 수증처리를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수열처리에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인용발명과 갑 2 기술은 폐기물의 수열처리와 이와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제의 공통점에 있어서 인용례 1 및 실시례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인용발명의 유기계
폐기물에 중금속이 더해져 얻어지는 것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식이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중금속이 용출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법룰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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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비소와 이와 같은 중금속의 제3종 특정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용출량의 기준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처리자는 용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폐기물 가운데 중금속의 용출방지가 법률상
의무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당업자에 있어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작용 기술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양자의 수열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온도
압력의 조건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수열처리는 폐기물에 대하여 동등하게 작용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1) 인용례 1과 출원발명 비교
고등법원은 인용례 1을 살펴볼 때 인용발명은 대상 심결의 인용발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은 자동개폐의 배출구가 있는 부분에 폐쇄공간이
있는 밀폐용기에 유기계 폐기물을 수용하는 공정과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을 분쇄하여
교반·혼합하는 공정과 밀폐용기 내에 수용하여 전기교반수단에 의해 분쇄하고 혼합되고 있는
고형의 유기폐기물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사하여 처리하고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출하는
공정과 처리한 액체와 처리한 폐기물을 분잡회수하는 공정을 내장한 유기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발명 간의 차이점 1, 2에 대하여 특허청과 차이를 보였다. 고등재판소는 차이점 1은
출원발명에서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합하여 죽과 같은 상태에는 고형의
유기계 폐기물 및 전기유기계 폐기물의 탄화처리 중에 적어도 중금속류를 5CaO·6SiO2·5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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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토바모라이트) 구조 중에 봉하위한 "5CaO·6SiO2·5H2O 결정 토바모라이트가
형성되는 데 충분한 양의 Ca 성분 원료 및 SiO2 성분 재료"를 처리하는 반면, 인용발명에서는
"유기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점이다. 차이점 2는 출원발명에는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을 합하여 죽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고형의 유기계 폐기물 및 Ca 성분원로
및 SiO2 성분원료까지 중금속계폐기물의 고형물에 층이 형성된 것에 대하여 인용발명에는
유기계 폐기물이 탄화된 점이다. 차이점 3, 4에 대하여서 고등재판소는 따로 살펴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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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판단에 따랐다.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은 심결에서 인용발명의 처리대상을 유기계 폐기물로 인정한 후에
출원발명과 대비하였다. 주지기술을 참조할 때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 및 중금속류를
포함한 죽 같은 상태와 같은 고형상태의 유기계 폐기물을 공통점이라고 보았으나 인용례에는
유기계 폐기물에 중금속을 포함한 것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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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특허청 심결에서 공통점을 인정하는데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 1과 2을 인정한 것도 오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특허청 심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하 차이점 1과 2를 전제로하고 출원발명이 용이한 것인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2) 차이점 2와 진보성 판단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차이점 2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기준은 해당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시선으로 인용례 1과 2을 보았을
때 출원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여기에서 발명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인용발명을 출원기술에 적용하였는데 발명의 동기를 다시 기술 분야의
관련성과 과제의 용이성, 작용과 기능의 공통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술 분야의 연관성에 관하여 고등재판소는 인용발명은 의료계 폐기물, 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등에서 발견되는 유기계 폐기물을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 후에는 처리한 폐기물과 액체 등을 분리한 상태로 도출하는 액체처리 분리회수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인용례 2에 대하여서는 중금속을 포함한 토양 및 소각재 같은
폐기물의 수증처리를 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기술 분야는 수열반응(水熱反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과제의 용이성에 대하여 고등재판소는 인용발명은 하나의 장치만으로 폐기물을 고온고압의
열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 처리에 연속하여 처리된 폐기물과 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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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작으로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나 인용례 1에는 처리의 대상이 되는 유기계 폐기물로 합성수지제의 주사기,
혈액의 묻은 거즈, 기저귀, 수술 한 내장 등의 의료 기기관 등에서 폐기된 의료계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의 합성수지제 용기 등의 일반가정에서 폐기된 가정용 폐기물,
식품가공폐기물, 농수산폐기물, 각종공업제품폐기물, 하수처리 등의 산업폐기물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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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계 폐기물을 들 수 있다. 인용례 2는 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의 수증처리 때 발생하는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실리카와 칼슘 화합물을
반응시켜 토바모라이트 등의 결정성 칼슘시리케토 화합물과 반응시켜 토라모라이트의 결정성
칼슘시리케토를 발생시킴으로써 「중금속은 내부에 갇혀 외부로 용출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에
있으므로 수증처리 후의 중금속 포함 폐수에서의 중금속의 용출을 방지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것에 있다. 고등재판소는 여기에서 인용례 1, 2와 출원기술에는 폐기물 중 중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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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을 방지하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제의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 작용과 기능의
공통점에 대하여서 고등재판소는 인용례 1, 2는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용례 1에 인용례 2를 적용하면 인용례 2에는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토바모라이트
구조가 층으로 형성되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이점 2에 관련된 중금속류가
갇힌 토바모라이트 구조가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층을 형성하는 구성에 이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출원발명은 인용례 1에 인용례 2의 기술이 적용되면 중금속이
갇힌 토바모라이트 구조가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약간의 층이 형성되며 중금속의
용출억제를 도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피고는 생성된 조립물의 표면전체를 도모라이토
결정층에 덮어씌우는 것은 당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행기술에서 토바모라이트 생성에 의해 오염토양의 표면을 덮어씌우는 방법이
개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재만을 가지고 토바모라이트구조가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충이 형성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용례 1과 2 기술을 적용해 차이점 2에
관한 출원발명의 구성에 이른다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V. 시사점
1. 진보성 판단 기준
해당 사건에서 특허청 심결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의 차이점은 인용기술과 출원발명
4) 平成３０年（行ケ）第１０１０８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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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하였다. 특허청은 인용례 1, 2에서 출원발명으로
가는 과정을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고등재판소를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먼저 대상 발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는 발명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증을 시작한다. 이를 일본
특허법에서는 용이상도성 (容易相到性)이라고 부른다. 용이상도성의 판단과정에서는 사후
분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는 배제되어야 하며 대상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파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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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해결수단 내지 해결결과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발명이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도 추측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과정은 먼저 출원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인정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용례의 내용을 출원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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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대응하는 형태로 인정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차이점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은 먼저 구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만약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면 구성의 조합이나 치환이 용이한가를 주목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예기치 못한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009년 전까지는 일회용 기저귀 사건의 원칙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검토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출원발명을 도출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았다.5)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인용발명1과
인용발명 2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용발명 1도 인용발명 2도 모두 기저귀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대단히 가깝고 인용발명 1의 사이드플렙과 인용발명 2의 방수편은
방수기능이 있어 소변액 등의 누설을 방지한다고 하는 공통의 기술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면 인용발명 2의 방수편에 관한 짓무름을 방지한다고 하는
기술과제가 특수한 것이어서 조합하는 것에 특이한 어려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인용발명 1의 사이드플랩에 인용발명 2의 방수편에
관한 짓무름 방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복수의
공지기술을 조합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이 전부 구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5) 東京高判 平成 13年 2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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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9년 회로용 접속부재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용이상도성 파악에서
과제·해결수단 파악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적 고찰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하는 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6) 이 기준은 대상 판결에서도
적용되었다. 대상 판결에서 고등재판소는 「선행기술에서 토바모라이트 생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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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표면을 덮어씌우는 방법이 개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재만을 가지고
토바모라이트구조가 유기계 폐기물의 고형물상에 충이 형성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용례 1과 2 기술을 적용해 차이점 2에 관한 출원발명의 구성에 이른다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진보성 판단에서 단순한 추측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2009년
이후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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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平成 20年 第100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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