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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우수상

판례논문 요약서
판례번호
제목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기존 ‘미완성 발명’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실시례의 부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입장은 불명확하였다.
이번 대상 판결에서, 발명의 미완성 판단시에 ① 출원당시에 첨부하지 않았던
‘외적 증거’인 피고의 검증 시료 1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② 검증시료1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실시예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가 ‘아님에도’,
③그 실시예 또한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④비록 누설전류가

요약

완전히 0이 되지는 않더라도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상 판결의 경향은 ‘권리범위 확장’을 통해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지만, 특히 ‘예측 곤란한 기술영역’의 경우 실시예 부족의 기술서로서
일반공중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외적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심사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IP5 국가들의 ‘미완성 발명’에 대해 판례 및 심사실무를 살펴보고,
대상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완성 발명’ 취급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일반기계 분야로서, 일부 부차적인
구성요소가 결여되더라도 당업자가 주지기술을 이용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성

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예측가능성이 없는’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에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구체적인 실시예 또는 실험데이터를 기재하지
않으면,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바, ‘미완성 발명’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함으로써,
‘기술공개를 통한’ 발명의 유도를 달성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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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을 통한 발명의 공개 유도’와 ‘제3자에 대한
독창성

기술공개로서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상호 대립되는 목표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②심사실무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을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달리함에 독창성이 있다.
심사·심판 및 변리업무를 하는 실무에 있어서 어려움 점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파급효과

등 실체 판단 전에, ‘미완성 발명 판단시’ ‘외부 증거’를 통해 ‘구체적·실체적’
판단을 한다는 하는 것은 서면주의하에서 큰 부담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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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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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
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
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1)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특허법 제107
조)가 있고, 특허발명의 시장독점은 타인의 영업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
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정해지지만(특허법 제97조), 청구항을 통해 표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특정된다. 즉,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의 부가’ 또는 ‘과도한 실험 없이’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
게’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될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완성 발명(특허법
제2조제1호,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또는 명세서의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
3항제1호) 위반이다(제62조제4호 거절이유, 제63조의2 정보제공사유, 제133조제1
항제1호 무효사유).2)
이런 과정을 통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을 통한 발명의 공개 유도’와 제3
자에 대한 기술공개로서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상호 대립되는 목표사이의 균형
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되어 왔다. 즉, ‘권리범위의 확장이 강조‘되다 보면 그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외부에 공개한 구체적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이 원천
기술로 하는 아이디어 또는 사상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개량

1)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2)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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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새로운 발견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경쟁업체 발명자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새로운
산업 기술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다.3). 반대로, 특허출원의 ‘권리범위가 제한이고
명세서에 개시된 일부 실시례에만 제한’되게 되면, 회피 설계가 쉬워서, 발명가
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호 대
립되는 목표사이의 균형’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IP5국가들은 ‘미완성
발명’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다.
본 평석에서는 대상 판례가 제시한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의 대해 살펴본다. 제
시된 판단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미완성 발
명’에 대해 어떤 유형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후, 각 국의 심사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요약
① 발명의 명칭 :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②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2012.07.20./2012.10.26./등록특허 10-1197414
③ 특허심판원 (특허등록 제 1197414호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 2014당3072
(2016.08.10.), 기각 (발명 완성으로 판단)

3) 김동준,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특허판례연구(박영사, 2017),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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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원 판결 : 2016허6753 (2017.02.07.), 심결취소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
⑤ 대법원 판결 : 2017후523 (2019.01.17.), 파기환송 (발명 완성으로 판단)

(2)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로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
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와 부하
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언제나 그 누
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 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
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
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다.

(3) 특허심판원 심결(2014당3072)의 요지
(가)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청구기각(완성 발명으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
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
고, ② 발명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지 않으며, ③ 해결과제․해결수
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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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근거

주장1

청구인의 주장

심판원의 주장이유없음 판단근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어떠한 법칙 또는 공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연결단자대

식에 따라 연결단자와 누전방지 도전체 사이

(300)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

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접지된 도체

(400)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예를 제시하고

(신체)로 얼마만큼의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

그에 따라 누전 및 감전 방지 효과가 어떤

어 결과적으로 누전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재(식별번호 [0038]~[0042])되어 있으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

로 청구인 주장1은 이유없다.

여되어 있는 발명에 해당

주장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를 사용한

누설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

다고 하더라도 근거리에 접지된 인체가 침수

예를 제시하고 있고, 누설전류가 완전히 0이

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접지된 인체로 전류

되지는 않더라도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되

가 흐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누설전류

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

가 발생하고 감전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단으로는 그 목적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단만으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

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
2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와 동일한 장치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구현하여 접지된 물체를 침수시킨 결과 누설

(갑 제7호증)에는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

전류가 흐르고 그로 인해 쇼트가 발생하여

자대의 제1연결단자(J1)(중성점과 연결된 단

차단기가 내려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명시적인 기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가 없고, 누전방지 도전체가 중성점(N)에 연

(갑 제7호증)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

결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이 사건 특

서의 해결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

허발명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단자극성

는 경우에 해당

고정부에 대한 기재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
로, 상기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누전방지장치에 대해
얻어진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4) 특허법원 판결(2016허6753)(이하 ‘원심판결’)의 요지
(가) 심결(2014당3072)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청구인용(미완성 발명으로 판단)
어느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명세서에 개시된 모든 실
시례가 예외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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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적
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근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의한
실험 결과 누설전류가 15mA 이하이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
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
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느 실
시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검증 시료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1과
유사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즉 특허법원은 검증시료 1의 검증결과는 특허발명의 효과를 입증함에도, 발명의

설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명의 완성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

(5) 대법원 2017후523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발명의 완성으로 판단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
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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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근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
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고, 피고의 검증 시료 1(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가 아님)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
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
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
시하여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 발명의 미완성 판단시에 출원당시에 첨부하지 않았던 ‘외적 증거’인
피고의 검증 시료 1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② 검증시료1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실시예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가 ‘아님에도’, ③그 실시예 또한 발명의 ‘필
수구성요소’가 포함하고 있고, ④비록 누설전류가 완전히 0이 되지는 않더라도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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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원심판결은 모든 실시례가 예외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여 보다 엄격한 발명의 완성 요건으로 청구기각을 하였다.
이하, 우리나라를 포함한 IP5 국가의 ‘미완성 발명’에 대한 취급을 살펴보고, 특히 ’
미완성 발명’을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판단 비교’, ‘미완성 발명의 판단자료’, ‘기술 분야의 예측가능성’
에 따른 미완성 발명의 상대적 취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각국의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대상판결이 미완성 발명에 대한 적합하고 일반화 가능한 판단기준에
따른 결과인지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가.

IP5 국가의 판례 및 심사기준 분석

미국(USTPO)

(1) 관련규정
※ 미국 특허요건4)
발명에 관한 요건 : ①특허대상이 되는 발명(Subject Matter), ②실용성(Utility), ③신규성
(Novelty), ④비자명성(Non-obviousness)
명세서 기재요건 : ① 실시가능(Enablement), ②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 ③최선
실시예(Best Mode), ④청구항의 명확성
35 U.S. Code § 101. Inventions patentable(특허대상의 범위)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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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S. Code § 112. Specification(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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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P 2164.06(a)5) Examples of Enablement Issues-Missing Information(실시가능성요건)
It is common that doubt arises about enablement because information is missing
about one or more essential claim elements or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s
which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not develop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In such a case, the examiner should specifically identify what information is missing
and why the missing information is needed to provide enablement.

(2) 35 USC 101의 ‘유용성’ 요건
미국에서의 35 USC 101의 ‘유용성’ 요건이 우리법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상의
유용한 발명이 아닌 경우, 35USC 101의 실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는 필연
적으로 35USC 112의 첫 번째 단락의 실시가능 요건 중 사용 방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거절이유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한다.
‘35 USC 101의 목적’은 ①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비발명 판단), ② 헌법 제1조8항에 기초해 ‘유용한 기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타
적 권리를 제공하도록 ‘유용’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6)

‘유용한 발명’의 판

단요건으로서 클레임 발명 특정의 실질적 목적상 유용하다고 출원인이 주장하고, 이

4) 이해영, 미국8특허법, 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5, 4장
5) USPTO 심사기준(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이하 MPEP라고 한다)
6) Carl Zeiss Stiftung v. Renishaw PLC,945 F.2d 1173, 20 USPQ2d 1094 (Fed. Ci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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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당업자 수준에서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실용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
하지 않는다. 클레임 발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용성7)을 갖추어야 하며, 일회성,
비현실적 또는 불명확한 실용성은 배제한다. 신뢰성은 개시내용 및 출원인의 주장을
‘외적 증거’인 입증하는 입증자료들(예를 들면, 테스트 자료, 업계 전문가의 선서서
또는 선언서, 특허, 또는 간행물)에 비추어 당업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8). ‘실질적 실
용성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장치가 유용한 결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특허명세서 내에 개시된 특정 실시예가 완전성이 부족하거나 투박하게
동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실용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발명에서 의도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거나 모든 조건 하에서 동작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부분적인 성공도
특허가능한 실용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작하지 않더라도, 출원인에 의해
주장된 실용성이 과학적 논리와 모순되거나 실용성 구현을 위한 필수구성요소가 ‘기
껏해야 추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한 ‘동작하지 않아’실용성을 결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9)

상기 사례를 토대로 보면, 미국의 경우 자연법칙에 반하는 출원 등 ‘비발명’은 유
용성(utility)이 결여되었다고 거절하고 있지만(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2107.01(II)).10), 우리법제의 ‘완전하게 동작하지 않아서’와 같은 미완성발명
요건 미충족시 유용성이 결여되었다고 거절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발명의 미완성’의 경우 우리나라 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근접한 ‘유용성’을 이유로 거절 하는 것이 아니라, 제42조제3항1호 ‘상
세한 설명 기재요건’에 근접한 35 U.S.C §112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실시가능
(Enablement)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11)

7) Nelson v. Bowler, 626 F.2d 853, 856, 206 USPO 881, 883 (CCPA 1980)
8) 이해영, 미국특허법, 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5, pp.236-237
9) 이해영, 미국특허법, 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5, pp.241-242
10) 김동준,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특허판례연구(박영사, 2012), pp.39-40
11) 한국특허법학회 저, 특허판례연구 [ 3판 ], ㈜박영사, 2017,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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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가능 요건(Enablement Requriement)12)
‘실시가능 요건’이란 발명을 제조하는 방법(how to make) 및 발명을 사용하는 방법
(how to use)이 명세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35 U.S.C §112 (1) 요건을 말한다.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은 1790년 최초의 미국 특허법에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통
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실시하여 제조, 조성,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
에 이익에 공헌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이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 가진 기술
공개에 관한 기본적 요건이었다13). ‘실시가능 요건’은 상세한 설명 요건과 별개이며
구별된다.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는 출원일 당시(시기적 기준)에
당업자(주체적 기준)14)에게 ‘과도한 실험 없이(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청구항
의 전범위를 제조·사용하는 방법(객체적 기준)15)을 가르쳐야 한다.
‘과도한 실험 없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실험이 필수적인지 혹은 복잡한지
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기준으로 그러한
실험이 과도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
이다. ‘청구항의 전 범위’를 제조·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
례의 입장이나,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주지된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16) 클레임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명세서
상의 상세한 설명보다 넓으면, 심사관은 클레임의 전 범위가 실시가능한지 확실히 하
여야 한다17). 명세서 내에 있는 한정 및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클레임의 범위를 제한

12) 이해영, 미국특허법, 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5, pp.470-482
13)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42
14) In re Naquin, 398 F.2d 863, 158 U.S.P.Q. (BNA) 317 (C.C.P.A. 1968)
15) In re Wright, 999 F.2d 1557, 1561, 27 USPQ2d 1510, 1513 (Fed. Cir. 1993)
16) In re Buchner, 929 F.2d 660, 661, 18 USPQ2d 1331, 1332 (Fed. Cir. 1991)
17) Amgen, Inc. v. Chugai Pharmaceutical Co., 927 F.2d 1200 (Fed. Cir.), cert. denied,. 112 S. Ct. 169
(1991) Amgen 특허에 의하면 클레임이 포괄하는 모든 범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DNA 서열의 조
합을 실시 할 수 없다. 제조 가능한 EPO 유전자의 모든 유사체와 관련하여 명세서에서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사체들 및 그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실시가능하도록
하는 개시가 거의 없다. 단지 일부 EPO 유사체 유전자를 제조하는 설명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개시로 이들 및 유사체를 포괄하는 클레임을 정당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EPO
유전자 유사체를 클레임하려는 Amgen 특허에 대해서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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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결국 ‘과도한 실험의 구체적 기준’인데, CAFC출범 이전부터 판례는 전
기·기계공학과 같이 구체적 기술의 적용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분야(predictable arts)
의 경우에는 하나의 실시예만으로도 선행기술과 결합하여 그 외의 실시예로 쉽게 적
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구체적 기술의 적용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unpredictable arts)에서는 예측곤란성이 강할수록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재현범위가 좁아진다는 입장이었다.18) ‘출원일 당시’의
기술상태는 특정한 개시가 출원일 당시에 실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된
다. ‘출원일 이후’의 간행물은 선행 출원의 불충분한 개시를 보충하여 실시 가능하게
할 수 없지만, 출원일 당시 그 기술분야의 기술수준에 대한 증거로서 그 간행물에 근
거하여 전문가의 증언을 제공할 수 있다19).
‘과도한 실험’의 요인들(HOW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TESTINGREQUIRED
UNDUE OR ROUTINE? WANDS FACTORS)로는 ①클레임의 범위(the breadth of the
claims), ②발명의 본질(the nature of the invention), ③선행기술의 상태(the state of the
prior art), ④당업자의 수준(the level of one of ordinary skill), ⑤그 기술분야에서 예측
성의 수준(the level of predictability in the art), ⑥발명자에 의하여 제공하는 지시의
정도(the amount of direction provided by the inventor) ⑦실용사례의 존재(the existence
of working examples), ⑧개시 내용에 근거하여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the quantity of experimentation needed to make or use the invention based
on the content of the disclosure)이 있다.

20)

‘클레임의 범위’ 요인 관련, 클레임 범위 내에 작동 가능하지 않은(inoperative) 실시
예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클레임이 실시 불가능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상당한 수의 작동 불가능한 실시예로 클레임이 해석되면, 명세서에서 작동 가
능한 실시 예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그 실시 예들이 작동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면, 그 클레임은 실시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21)

또한, 명세서에

18) In re Fisher, 427 F.2d 833, 839 (C.C.P.A. 1970).
19) Gould v. Quigg, 822 F.2d 1074, 1076, 3 USPQ2d 1302 (Fed. Cir. 1987)
20) In re Wands, 858 F.2d 731, 737, 8 USPQ2d 1400, 1404 (Fed. Ci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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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critical)인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클레임에는 언급되지 않은 특징이 있는 경우
35 U.S.C §112 (1)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22) 클레임 전체 범위와 합리적 상관성을 갖
도록 명세서에서 클레임 발명의 제조·사용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방법만을 제시하
면, 35 U.S.C §112 (1)의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된다.
‘그 기술분야에서 예측성의 수준(the level of predictability in the art)’ 요인관련, 발
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시의 정도는 기술의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의 지식수준과 역비례 관계가 있다23). ‘예측 가능성의 의미’란 단
일 구현의 공개는 ‘한 번 상상하면 다른 구현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알려
진 과학 법칙에 의해 예측되는 성능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24) ‘당업
자의 지식의 의존도’ 관련, 발명의 본질 및 그 제조·사용 방법이 종래 기술에서 많
이 알려질수록, 또한 그 기술이 보다 예측 가능할수록,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
어야하는 정보는 보다 적다. 즉 ‘예측가능한’ 기술분야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누
락된 정보를 채우기 위해 주지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발명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그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실시가능한 명세서가 되기 위해서 발명의 제조·사용 방법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측불가능한’ 기술분야에서는, 출
원인은 기술적 사상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당업자가 명세서에서 어떤 부분이 누락
되었는지 반드시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25) 통상,’예측가능한 기술분야’는 전기기
술(회로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음) 및 기계적 기술(열역학을 사
용하여 새 엔진의 출력량을 예측할 수 있음)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기술분야’에는
화학 및 생명공학이 있다. 그 이유는 환경 및 생명공학에서 환경적 요인은 반응 경
로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화학적 구조물에 접합 또는 원자 또는 분자의

추가에 대한 작은 변화는 극적 거시적, 현미경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Atlas Powder Co. v. E.I. du Pont De Nemours & Co., 750 F.2d 1569 (1984)
22) In re Mayhew, 527 F.2d 1229, 188 USPQ 356 (CCPA 1976).
23) In re Fisher, 421 F.3d 1365
24) In re Fisher, 427 F.2d 833 (C.C.P.A. 1970)
25) In Chiron Corp. v. Genentech, Inc., No. 03-1158 (Fed. Cir. Mar.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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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사례의 존재(the existence of working examples)’ 요일 관련, 실시예는 ‘실용적
(working) 또는 예언적(prophetic)’일 수 있다. ‘실용적 사례’는 실제 수행된 성과에 근
거한다. ‘예언적 사례’는 실제 수행된 성과나 실제로 획득한 결과가 아니라 예상되는
결과에 근거해서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출원 전에 발명을 실
제로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26). 그렇지 않더라도 ‘과도한 실험 없이’ 당업자라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시되어 있으면, 명세서에 사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27). 즉 실용 사례가 없거나 설명된 바대로 클레임 발명이 작동한다
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클레임 발명이 실시가능하지 않다고 거절해
서는 안 된다.
‘실시가능성의 입증 책임’ 관련, 특허출원은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출원인이 아니라, PTO(US Patentand Trademark
Office), 즉 심사관에게 있다28).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보호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적절하게 실시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때 ① 그 진실
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를 ② 증거에 의해 뒷받침하여 설명하고, 출
원일 이후 ‘실시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출원일 이
후 증거가 출원시 알려진 교시(teaching)를 사용해야 한다.

29)

(4) 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 거절이유와의 구분
우리나라의 ‘제42조제4항제1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요건에 근접
한 ‘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 요건’과 ‘실시가능요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Gentry
Gallery v Berkline(Fed. Cir. 1998) 사건에서, 원고는 실시가능 요건과 상세한 설명요건
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세한

26) Koito Mfg Co., Ltd. v. Turn-Key-Tech, LLC, 381 F.3d 1142 (Fed. Cir. 2004)
27) In re Borkowski 422 F.2d 904, 164 USPQ 642 (CCPA 1970)
28) Paul R. Michel, The Challenge Ahead: Increasing Predictability in Federal Circuit Jurisprudence for the
New Century, 43 AM. U. L. REV. 1231, 1249 (1994)
29) Knoll Pharmaceutical Company, Inc. v. TevaPharmaceuticals USA, Inc., 367 F.3d 1381, 1385(Fed. Cir.
2004) (per cur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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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건도 만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본 사건에서 실시가능 요건은 만족하
지만 상세한 설명 요건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실시가능 요건’ 및 ‘발명의 상
세한 설명 요건’이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30).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요건’
은 다른 요건과 구별되는 몇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다. 발명자는 특허가 기초한
기술적인 지식을 공개하는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
명을 소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특허로 독점된 발명의 범위가 발명
자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리하여 이 요건은 특허권자가 독점에 대한 대가로 적절하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
으로써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31).

(5) 미국 특허법에서 명세서 기재 요건의 특징과 그 방향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가장 큰 특징은 ①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공개된 한 가지 재현방법에 기초해 광범위한 청구항을 인정하고
② 실시가능성에 대해 심사관이 입증하도록 하고, ③ 특허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실
제로 작동하는 실시예나 실험 데이터 등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으며 향후 통상기술자
가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통해 물리적으로 재현 할 수 있도록 ‘추정적 실시가
능’(constructive reductionto practice) 상태에 놓으면 충분하다는 개념32)을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항은 이러
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한 특정한 실시예인 구체적인 발명품을 넘어 그 발명품
에 담긴 아이디어 내지 원칙이 포함된 무수한 재현물을 포괄하게 되고, 일상적 기술
이 위 상세한 설명에 공개된 기술과 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진보성이 없는
개량품의 영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다33) 이러한 특허권의 확대가 그 기술

30) Cindy L Lju, GENTRY GALLERY, INC. V. BERKLINE CORP.,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1999, pp.125-130
31) 최수정,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는지 여부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016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논문집, 특허청, 2016, pp.15-16
32) Sean B. Seymore, “Heightened Enablement in the Unpredictable Arts”, 56 UCLA L. Rev. 127(2008), pp.
143∼4
33)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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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급격한 분야나 새로운 산업발전과 맞물려 종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용도나
내용과 결합하여 광범위한 청구항을 가진 특허에 의한 특허권 남용의 우려도 높아졌다.

(6) KIPO와의 비교
공통점은 ‘미완성 여부’ 또는 ‘실시가능성’을 판단할 때, ①출원일에 전후의 외적 증
거를 사용하고, ②수행된 성과나 실제로 획득한 결과가 아니라 예상되는 결과에 근
거해서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할 수 있는 ‘예언적 사례’를 사용할 수 있고, ③‘예측가
능한’ 기술분야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누락된 정보를 채우기 위해 주지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이런 ‘실시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심사관’에게 있는 반면, 우리법은 ‘출원인’에게
있다.

나.

유럽(EPO)

(1) 관련규정
Article 57 Industrial application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f it can
be made or used in any kind of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Article 83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it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2) 산업상 이용가능성(조약 57조)
조약 57조는 조약52조2항에 언급된 리스트에서 의해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발명 중에서 매우 적은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성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영구운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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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의도하는 기능 또는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약 제57조에 따라 거
절이유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특별히 특정된 구조를 갖는 물품으로서 청구되어 있
는 경우에는 ‘발명의 불충분한 개시 발명의 불충분한 개시(조약 83조)’를 거절이유로
제기한다34). 즉 유럽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불충분
한 개시(조약 83조)’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5).

(3) 상세한 설명기재요건(조약 83조)
조약 83조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이 당업자에 의해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실행
될 수 있도록,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설명,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해결책, 발명의
실시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36). 상세한 설명에는 출원된 발명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실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출원은 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므로, 잘 알려진 부수적인 특징의 상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그 발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특징을 설명하여 개시하여
야 한다. 단일의 예로 충분할 수 있으나, 청구항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경우, 그 출
원은 청구항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대해 확장되는 변형례 또는 다른 실시예를 설
명하거나 다수의 예를 상세한 설명에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우 넓은 분야일지라
도 하나의 실시예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출원은
실시예들 외에 당업자가 ‘과도한 부담 없이 일반적 상식을 사용’하여 청구된 모든 분
야에 대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을 출원인이 입
증하여야 한다.37)
‘충분한 공개’ 요건 관련, 특허 법원, 2015 년 10 월 22 일 – Merck Sharp & Dohme
Ltd v Ono Pharmaceutical Co Ltd & Anor [2015] EWHC 2973 (Pat) 판결에서 ‘성공이 모

34) 박동식, 유럽특허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6, p.180
35) 김동준,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특허판례연구(박영사, 2017), p.50
36) 박동식, 유럽특허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6, p.132
37) Guidelines for Examination,
<URL: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guidelines/e/f_iii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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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상황에서 모든 환자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숙련 된 사람은 전반적으로
100% 성공을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의 증거는 치료가 실제로 다양
한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더 많은 것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성공이 100%가 아니더라도 ‘종래기술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
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개라고 판시하였다.

38)

EPO 항소심 판결 T 1151/04에서 ‘예기치 않는 기술적 효과’이에 의존하는 생명공학
분야 경우, 출원들이 단지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범위
를 예시/데이터로 포괄하고 이러한 예시/데이터에서 나머지 범위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것39)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산업분야에 따
라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충분한 개시의 경우, 추가의 실시례 또는 특징을 추가함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소
될 수 없지만40), 몇몇 실시례에 대해서만 불충분한 개시의 경우 그 실시례를 삭제보
정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41)

단, 불충분한 개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된

개념을 실제로 적용 할 수 있다는 특허 명세서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출원‘후’
공개 된 문서는 단지 일반적인 개념 수준으로 개시된 발명이 실제로 관련 출원에서
과도한 부담없이 재현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T 994/95 및 T
157/03).

(4) KIPO와의 비교
대상판결의 판단기준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은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미완성’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배로 거절하지는 않는다. 대신 ‘상세한 설명 기

38) Case Law from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EPC,
<URL: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7/etc/se6/p70.html>
39) Tostmann H. Protecting chemistry inventions: the double-edged sword of being an unpredictable art. ACS
Med Chem Lett. 2015;6(4):364–366. Published 2015 Mar 27. doi:10.1021/acsmedchemlett.5b00116
40) 유럽특허조약
41) 박동식, 유럽특허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6,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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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건’ 위배로 거절하고 있다. ‘공통점’은 ‘출원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발명의 수행
을 위해 필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면, 주지 기술과 같은 ‘부수적인 특징의 상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일의 실시 예 또는 유사 실시 예를 기재해도
되는 데, ‘과도한 부담 없이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하여 청구항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100퍼센트 성공일 필요는 없고 선행기술과 비교해서 개량된
효과’를 갖는다면, 충분한 공개라고 판단하고,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측가능성’
기술인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본(JPO)

(1) 관련규정
일본특허법 [법률 소화34<1959>년제121호, 2018.5.30. 최종개정]42)
제2조(발명의 정의) ①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제29조(특허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의 발명을 제
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특허출원) ④ 제3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지는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할 것

(2)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거절이유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발명의 성립성’이란 개념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고,
발명의 ‘완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미완성’으로 판단되었을 때 특허법 제29조 제1
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또한 일본의 실무와
판례였고 우리가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43) 비발명, 미완성발명 등 불성립 발명이 특
42)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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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는 점은 일본 大正 10년 특허법 제1조의 ‘工業的 發明’의 해석으로 형성된 후 오랜
실무였다. 일본에서는 한 때 이런 실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동경고제에서 발
명의 미완성을 특허출원의 거절이유로 하는 것은 특허법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고 판시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44), 일본 최고재에서는 소화52.10.13.자 판결에
서 ‘이 법률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즉, 기술에 관한 사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만, 특허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생각하면, 그 기술내용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며, 기술적 내용이 상기한 정도로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
로서 미완성된 것이며, 이는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법 제29조는 그 제1항 본문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 것을 특
허요건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
명의 의의로 이해해야 하는바, 출원발명이 미완성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에서 말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법의 당연성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또 요청하는 바라고 할 것이다.’는 취
지를 판시함으로써 특허청의 심사관행을 추인하였다45).
그러나, 발명의 완성 개념을 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일본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완성(혹은 미완성발명)이란 개념을 삭제’하고 해당 사유를 기재
불비의 거절이유로 흡수시켰다고 한다.46) 따라서, 현재 일본법에 따르면, 대상 판결
에 대해 ‘미완성 발명’을 근거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배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
단된다.

43) 束京高判 平6.3.22. 知裁集26卷l號 199면(제초제 아미다졸 등 사건)[이는 吉藤幸朔, 전게서, 86면에서
재인용]. 吉藤幸朔, 전게서, 78면, 83면 및 342면 및 中山信弘, 特許法, 第2版, pp. 109-110
44) 김동준, 미생물의 기탁과 발명의 완성, 특허판례연구, 제3판, 2017.08.10.
45)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지식재산21 2003. 9. (통권 80호)
46)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2013. p.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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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불비 요건 관련, 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
한 실시가능성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는 일본특허법 제36조제4항제l호에 의해, 그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또한 충분하게 기재한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특히 조문상으로는 ‘진보성’의 ‘용이하게’라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용이한 것인가 아닌가 또한 ‘과도한 시행착오 및 과도한 실험’의 필요성이
판단요소에 포함된다는 판례47) 및 학설48)이 있다. 다만, 심사기준에 의하면 실시가
능성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문헌
해석,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49).

(4) KIPO와의 비교
‘미완성 발명’에 대해 우리법과 법적 취급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 성립성 개념에
서 ‘미완성 발명’ 개념을 삭제하였다.

라.

중국

(1) 관련규정
2017년 0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수정관련 결정》의 제3차 수정50).
전리법 제2조(발명창조의 정의)
② 발명은 제품ㆍ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47) 大阪地裁平成18年7月20日判決(平成17年(ワ)第2649号)
48) 吉藤幸朔著·熊谷健一補訂, ｢特許法概説(第13版)｣, 有斐閣, 1998, 263頁에 의하면, 東京高判昭37.5.29取消
集昭 36·37年225頁(靖波器事件)을
49) 허인 외 5명,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청, 2016,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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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법 제22조제4항(실용성)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 및 실용신안은 신규성ㆍ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
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될 수 있고, 적극적인효
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심사기준 (2010년 기준)- 실용성이 결여된 경우
① 재현성이 없는 경우 ② 기술수단의 결핍 ③ 자연법칙의 위반 ④ 유일한 자연조건을
이용한 제품 ⑤ 인체 혹은 동물의 질병진단, 치료, 외과수술 방법⑥ 적극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전리법 제26조(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서류)
③ 특허명세서(설명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전리법 제2조제2항(발명창조의정의) 및 전리법 제22조제4항(실용성)
전리법 제2조제2항에서 ‘기술방안’이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의 집합이다. 즉 하나의 기술수단은 기술적 수단, 기술적 과
제, 기술적 효과라는 세가지 요소를 갖춘다. 심사관은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방안
을 하나의 ‘전체 기술방안’으로 보아, 그 전체 기술 방안이 기술적 수단을 채용하여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리법 제22조제4항(실용성)에서 중국은 미완성발명 또는 비발명 등과 같은 발명
의 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해서 산업상 실시할 수 없는 발명과 함께 포괄적
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허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발명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51).
50) 허인 외 1명,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특허청, 2018.12. pp.78-79
51) 오원석, 중국 특허제도 가이드, YOU ME 뉴스레터,
<URL:http://www.youme.com/2005/ko/ymcont.asp?source=yn_047/03.asp>

www.kipo.go.kr

• 25

우수상

중국심사 실무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사원칙은 ① 출원일에 제출한 명
세서,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개시된 전체기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며, 특허청구
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만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실시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실시 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기준
으로 한다. 2010년 전리심사지침서 상에서 재연성이 없는 특허는 실용성이 없다. 재
현성이란, 당업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에 따라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원 발
명이 채용한 기술방안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복적 실시는 임
의의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그 실시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

52)

(3) ‘실용성 요건’과 ‘충분공개 요건’과의 관계
실용성 요건에서의 ‘생산 또는 이용 가능’이란 발명 또는 고안이 산업상에서 생산
또는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 또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실용성이 없는 경우는
기술방안 자체의 흠결로 인한 것으로서, 명세서에 공개된 정도와는 무관하다. 즉 명세
서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였다하더라도 실용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53)

(4) 중국 전리법 제26조제3항(명세서 충분공개 요건)
‘실현가능’이란 당업자가 명세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발명이나 고안의 기술방안을
실현하여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의도하는 기술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충분공개에 대한 심사’로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실
현할 적어도 하나의 방식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당업자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 공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목표 또는 결과만을
표시했을 뿐, 당업자가 실시가능한 기술수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명세서에 기술
수단을 기재했으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그 수단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54).

52) 김도현, 중국특허실무, 세창출판사, 2018.03.,p.170
53) 김도현, 중국특허실무, 세창출판사, 2018.03.,p.175
54) 김도현, 중국특허실무, 세창출판사, 2018.03.,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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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불충분’의 결함은 출원 명세서에 실시례 부가 또는 기술특징의 보충으로 극
복할 수 없다. 2010년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3.4절의 (2)에서는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원명세서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출원일 이후’에 보충 제출된 ‘실시례’와 ‘실험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1일 새로 시행되는 ‘전리심사지침 개정에 대
한 국가지식산권국의 결정’에 따르면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
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단, ‘제한 조건’이 있다. ‘심사관은 출
원일 이후에 추가한 실험 데이터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추가한 실험 데이터로
증명되는 기술적 효과는 당업자가 전리출원의 공개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
다. 여기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의 판단 기준은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 내용과의 내
재적 연계, 즉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에 기
재된 발명의 효과를 문자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업자 입장에서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험 데이터의 기술적 효과가 최초 출
원시의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55).

(5) KIPO와의 비교
우리법과 ‘미완성 발명’에 대한 취급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2017년 4월 1일
새로 시행되는 ‘전리심사지침서’에 따라 ‘실험데이터’의 추가 제출을 허용하였는바, 미
완성 발명의 권리화를 용이하게 되어 출원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KIPO에서는, 발명의 미완성을 완성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례 또는 실험 데이
터’의 추가는 신규사항 추가 후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발명의 성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출원일 후 외부 증거’는 일정 범위 하에서 허용한다.

55) 강혜련,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상의 사후 제출 실험 데이터 고려, YOUME IP 블로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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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국의 판단기준 비교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SIPO)의 판
단기준을 요약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국(KIPO)

관련규정의
미완성발명
에의 적용
가부

미국
(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SIPO)

특허법
제2조(정의)
제29조제1항본
문(산업상
이용가능성)
- 비발명 O
- 미완성발명O

35U.S.C101
‘유용성’
- 비발명 O
- 미완성발명X

Article 57
(Industrial
application)
- 비발명 O
- 미완성발명X

일본특허법
제2조(발명의
정의)
제29조제1항본
문(산업상
이용가능성)
- 비발명 O
- 미완성발명X

전리법
제2조(발명창
조의 정의)
전리법 제22조
제4항(실용성)
- 비발명 O
- 미완성발명O

제42조제3항제
1호(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요건)
- 미완성발명O

35USC112
‘실시가능요건’
- 미완성발명O

Article 83
Disclosure of
the invention
- 미완성발명O

제36조제4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요건)
- 미완성발명O

전리법
제26조(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서류)
- 미완성발명O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취지

입증책임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서로서
활용 못하는 경우에는 위 특허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요구되는 요건
출원인

판단대상

판단기준

심사관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전체기술내용
그 발명이 속하

‘용이하게 실시

본 출원이 당업

당업자가 실시

통상의 기술자

는 분야에서 통

할 수 있을 정도’

자에게 실시 될

를 할 수 있을 정

가 재연성이 없

상의 지식을 가

란 청구된 발명

수 있도록 충분

도로 명확 또한

는 특허는 ‘실용

진 자가 반복 실

이 당업자에게

히 명확하고 완

충분하게 기재

성’을 판단. 재현

시하여 목적하

‘과도한 실험’ 없

전한 방식으로

한 것을 要. 특히

성이란, 당업자

는 기술적 효과

이도 반복, 재현

본 발명을 (이전

조문상으로는

를 얻을 수 있을

할 수 있을 정도

에는 '필수') 공

진보성의 “용이

정도까지 구체

를 의미

개해야한다고

하게”라는 요건

적, 객관적으로

규정.

은 들어 있지 않

구성되어 있는

당업자가 본 발

지만, 실제로는

발명으로 그 판

명을 수행 할 수

용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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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된 기술
내용에 따라 기
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출
원 발명이 채용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한국(KIPO)

미국
(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SIPO)

단은 특허출원

있게 하는 적어

아닌가 또한 “과

한 기술방안을

의 명세서에 기

도 하나의 방법

도한 시행착오

반복적으로 실

재된 발명의 목

이 개시되어야

및 과도한 실험”

시할 수 있음을

적, 구성 및 작

하지만, 이는 본

의 필요성이 판

의미

용효과 등을 전

발명이 청구 된

단요소에 포함

체적으로 고려하

전체 범위에서

된다는 판례 및

여 출원 당시의

수행될 수 있는

학설이 有

기술수준에 입각

경우에만 충분

하여 판단한다

하고 ‘과도한 부
담없이 공개를
재현’ 할 수 있어
야함

실시예의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실시예의
부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대법원에 의하면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미국에서는 특히 기술분야의 ‘예측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발명의 성립성
판단시 외적증
거 활용:발명

개시내용 및 출원
인의 주장을 ‘외
적 증거’인 입증

출원 후 공개 된 문
서는 단지 일반적
인 개념 수준으

당업자가 발명
의 효과를 인식
할 수 있을 정도

심사관을 납득
시키기 위해 차
후에 제출하는

자는 신뢰할

하는
입증자료들
(예를 들면, 테

로 개시된 발명
이 실제로 관련
출원에서 과도

로 명세서에 기
재되고, 이를 추
론할 정도로 기

실험데이터 또

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스트 자료, 업계
전문가의 선서
서 또는 선언서,

한 부담없이 재
현 가능한지 여
부의 증거로 사

재되면 그 범위
를 넘지 않는 한
출원 후에 제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
- 명세서 기재

특허, 또는 간행
물)에 비추어 당
업자의 관점에

용될 수 있음

한 실험 데이터
를 고려해야 한
다고 판시

수 있는 제3
자의 실험 데
이터로 그 과

외적증거의
활용

요건 판단시
‘명세서 기재
자체만’으로

는 실시양태를
증거로사용 可

서 판단

판단: 외적증
거사용할 수 없
고 명세서 자체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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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대상 판결의 검토

관련규정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③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나.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거절

우리 판례56) 및 특허청의 실무는 ‘발명의 성립성(成立性)’이란 포괄적인 상위 개념
을 두고 그 아래에, ① 제2조 제1호의 각 요건을 구비 여부, 및 ②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각각 포함시키고 있다. ① 단계 검토에서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되
면 이를 비발명(非發明)으로 호칭하고, ② 단계 검토에서 당해 출원대상이 아직 완성
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미완성 발명(未完成發明)이라 호칭한다57).
여기서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
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
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58)
56) ‘발명의 성립성’이란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예로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 436 판결 등.
57) 박준석,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pp.776-777
58) 1994.12.27. 선고 93후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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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일단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의 개념을 충족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그 발명이 산업적으로의 실시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판단된다.
59)

제2조 제1호가 정의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 및 판례60)는 산업상 이

용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법 29조1항 본문위반으로 본다. 이것은 특허거절이유를 규
정한 우리 특허법 제62조가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제2조에 위반한 경
우가 빠져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제2조에 해당하는지의 검토가 가진 성격
은 형식적이고 카테고리적인 판단에 가까운 것인데 개별적·구체적인 실체판단의 성
질을 가진 제29조 위반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은 실무상 무리라는 견해가 있으나.61),
‘미완성 발명’의 경우 ‘비발명’과는 또한 별개의 판단으로서 ‘발명의 개념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구체적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을 하는 심사실무 및 판례의 태
도에 불편이 없어 보인다.
‘미완성 발견 판단’ 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
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대해 판단하고, 이 경우 발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실험 데이
터로 그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62) 즉 ‘구체적 실체적 판
단’을 하고, ‘외적 증거’ 또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실시례의 부재’는 그 자체로는 불
완전한 거절이유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청구항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종류를 사용
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세하고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발명자로
하여금 수천 개의 예제가 포함 된 출원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실제 실험을 수행
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허출원의 권리범위가 제한적이고 회피
설계가 쉬워서, 발명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지양하게 될 것
이다.

59) 특허법원 2010.10.29. 선고2010허3622 판결 및 대법원 1994.12.27. 선고 931810 판결
60) 특허법원 2009. 10. 14. 선고 2008허13787 판결
61) 박성수,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784면
6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p.310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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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종래’ 대법원 판결은 청구항에 대응하는 기술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예
측곤란성’ 등에 관한 별도의 심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생략이 있을 경우 이를 통상
의 기술자에 의한 용이한 실시 범위 밖의 영역으로 보는 특수한 지식의 범위로 봄으
로써 구체적 재현방법이 공개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 특허대상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시예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1후65 판결에서 ‘일반기계 분야의 경우’를 예측가능성이 곤란
한 화학분야와 구별하여 ‘실시예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성으로
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기술공개의 강화가 ‘예측가능성의 요소’를 따져 선별
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산업분야 별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이런 경향에 의하면, 발명의 본질 및

그 제조·사용 방법이 종래 기술에서 많이 알려질수록, 또한 그 기술이 보다 예측
가능할수록,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하는 정보는 보다 적다. 즉 ‘예측가능한’
기술분야에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누락된 정보를 채우기 위해 주지된 기술을 이용
할 수 있고,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사안의 ‘대상판결’은 ‘예측가능한 기술분야’인, 전기기술(회로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음) 분야로서, ‘필수 구성요소 및 해결수단’(구체연결단자대(300)
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400)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예를 통해, 누전방지
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 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을 구비하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판결하였고, 다만 ‘실시예의 부
재’는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누락된 정보를 채우기 위해 주지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
다고 판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컨대, ‘예측불가능한 기술’인 생명화학분야 기
술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발명의 성립
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명세서 기재불비 요건’이다.

63)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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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관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특허발명의 기술공개에 대한 기초적 요건이다. 그
법적 지위가 특허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것은 넓게는 미국 특허법 규정을 그대로 채
용한 미군정군정법령 제91호로 시행된 특허법제 제40조의발명이 속한 분야의 전문가
가 발명을 제작, 구성 합성 또는 사용,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양태를 완전, 명확
히, 간단히 기재해야 한다는 조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64)65)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성립에 이르지 못한 발명을 의
미하는 한편, 특허법 제42조제3항의 ‘용이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은 발명
이 그 자체로는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다만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 또한,
미완성발명은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확실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지만,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어 확실성을 명확
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사관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명세서를 통해서 스스로
실시해 봄으로써 반복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
에 따라 용이하게 실시할 있을 정도로 실시재현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
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발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외의 다른 사
유를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외적 증거 허용)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명세서 이외
의 다른 사유를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외적 증거 불허용)66)
이에 따라 완성의 판단과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이들의 법률적 효력을 달리 보려는 이론을 전개하는 제1설67)이 존재한다. 반면에,
‘미완성 발명’이란 ‘기술내용이 당업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의
64) 1952. 4. 13. 법률 제288호 제40조.
65)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51
66) 인치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비교판단, 특허청, 2007.06.20.,pp.6-7
67)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지식재산21 2003. 9. (통권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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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세서는 ‘기술내용이 당업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기재불비의 흠을 객관
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된다68). 따라서 발명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구별이 모
호하며 양자의 구별이 곤란하다면 어느 이유로 거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제2설이 있다69)
제1 설에 따르면, 우선 발명의 정의와 명세서 기재에 관한 법리에서 출발한다. 명
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규정은 단지 완성된 발명을 어떻게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존 특허법원 판례(특
허법원 2001.7.20. 선고2000허7038)도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
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출원(제29조제3
항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명세서 기재불
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양자
의 거절이유를 혼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취지를 같이하였다. ‘발명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는 선원주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반드시 명세서의 기재에 한할 필요는
없고, 출원인 등에 대한 면접, 심사관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사실이나 제출된
기타의 자료 등을 외적 증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발명이라고 하
여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명세서 기재의 요
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

지만, 선원주의하에서는 발명의 미완성여부를 명세서와 분리하여 발명의 실체가 완
성되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무에서도 심사관은 발명의

실체가 완성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대부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통
해서 미완성여부를 판단한다70).

68) 대법원 2007.3.30.선고 2005후1417 판결 등
69)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지식재산21 2003. 9. (통권 80호)
70) 인치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비교판단, 특허청, 2007.06.20.,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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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2설은 이런 제1설의 심사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론적으로 생각
한다면 발명이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시불충분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
은 논리모순이지만, 서류상으로 양자의 구별이 곤란한 이상 어느 이유로 거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먼저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을 판단하여 명백히 한 후에 개시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심사관
은 출원서류와는 별도로 실체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설에 따르면, 양자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는 물론,
발명의 미완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명세서 기재불비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을
바람직한 경우의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등
에서는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기재불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71). 특허청 심사기준의 입장도 동일하다.72)
서면주의하에서 심사 실무상 심사관이 명세서 이외의 증거자료를 직권조사해서 발
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허법 실무에서 말하는 발명
의 미완성은 그 실질의 기술이 미완성이라는 것 즉, 출원인이 출원 시까지 현실로
발명을 완성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이 서면 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완성발명과 명세
서 기재불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완성발명을 명세서와 분
리하여 발명의 실체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①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대
해 진실성이 의문시되고 외적 증거에 근거하여 발명의 완성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와 ②명세서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문
제시되지 않고 발명의 실체로서 발명의 미완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명세서 기재

7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 ’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7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p.3106-3107

www.kipo.go.kr

• 35

우수상

불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
문을 적용하고, ③이론적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는 구체성이 없고 현재
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 제29
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73). 그리고 그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사실무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74)
사안의 ‘대상판결’의 경우, 외적 증거에 의해 발명의 완성 여부가 판단되었고, 외적
증거없이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실시예의 부재’가 또한 문제된다. 이에, 명세서 기재요건 판
단 시 대법원에 의하면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75)적인
입장이다. 실시예의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
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
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
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
상판결’은 ‘미완성 여부’ 판단 조건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라.

‘미완성 발명’에 판단에 대한 IP5 국가의 법적특징과 방향성 검토

과거 대법원은 ‘명확한 이해와 재현’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012. 11. 29. 선고 대법원 2012후2586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엄격한 입장을 다소 완

73) 拒絶査定不服審判及び無效審判における發明未完成の意義、パテント Vol.58 No.5 2005
74)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지식재산21 2003. 9. (통권 80호)
75)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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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세한 설명의 오류에 대하여 이를 세분하지 않
았던 기존입장과 다르게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
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
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
우라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체적 재현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대상판결’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판결’의 ‘미완성 발명’에 대한 판단기
준은, ① 대법원 2012후2586판결의 ‘명확한 이해와 재현’에 대한 기준 완화와, ② 외
국의 기술공개의 ‘상대적 약화 기조’에 흐름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① 상세
한 설명을 통해 공개된 한 가지 실시예에 기초해 광범위한 청구항을 인정할 수 있
고, ②특허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실제로 작동하는 실시예나 실험 데이터 등을 제출
할 필요성이 없으며 ③ 동일한 ‘실시예의 기재가 없어도’,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적
용한 다양한 실시예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당업자가 쉽게 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실시가능성’을 증명했어도,

‘필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
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판
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의 사안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일반기계
분야로서, 일부 부차적인 구성요소가 결여되더라도 당업자가 주지기술을 이용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예측가능성이 없는’ 생명과학 분
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예 또는 실험데이터를 기재하지 않으면, 실무상 어려움
이 있는바 이하 살펴본다.
발명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특허 시스템의 보호는 그의 공개에 의해 사회에 부
여된 이익에 비례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의 한계는 ‘발명당시의 선행기술’ 및 ‘발명
자의 공개’에 의해 정해진다. ‘비자명성’과 ‘실시가능성 요건’을 칭한다. ‘실시가능요건’
은 ‘발명자의 공개’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한다. 발명이 완성 또는 미완성되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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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은 명세서 전체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므로 발명이 완성 또는 미완성되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도 명세서에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6) 명세서 이외의
문헌을 인용하거나 발명자로부터 당시의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출원 전에 발명이 확
실히 완성되었는가를 당업자가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출원 이후의 자료 등을
참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외국77)의 경우도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완성 발명’과 ‘실시가능요건’ 모두 단순한 형식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적 증거를 사용하여, ‘구체적·실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주의하에서 심사
실무상 심사관이 ‘직권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은 ‘예측
곤란한 기술영역’일 경우, 특히 생명공학 분야나, 새로운 개척 분야의 경우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실시 예가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면, 광범위한 청구항만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특허법 실무에서 말하는
발명의 미완성은 그 실질의 기술이 미완성이라는 것 즉, 출원인이 출원 시까지 현실
로 발명을 완성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
명이 서면 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측 곤란한 기술영역’일 경우, ‘실시가능성’ 판단에 대한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서는 기술공개의 요구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발명에 대한
설명 요건’을 중심으로 제약함으로써, 광범위한 청구범위에 특허권의 남용을 감소하
려고 하였다. 발명에 대한 설명요건은 그 판단 근거를 어디까지나 명세서의 기재 범
위 내에서 찾기 때문에78) 그 판단의 근거를 명세서를 제외한 외적증거에 의존할 수
76) 인치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비교판단, 특허청, 2007.06.20.
77) 구체적,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용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사실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사관은 발행일과는 무관한 문헌적 증거(예를 들면, 과학 또는 기술적 저널, 학술논문이나 서적의
요약물, 미국 또는 외국의 특허)를 제공하여야 하고 문헌적 증거가 없다면 심사관은 실용성이 없다
는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심사지침서 MPEP 2100-20
78) Ouellette, L. L. (2011). Do patents disclose useful information. Harv. JL &Tech., 25, 545., p.537, 발명의
설명에서의 "소유권"테스트는 실시가능성 요건과 분석적으로 구별되고, 실시예를 제공할 필요는 없
고, 본 발명은 발명자가 소유하고 있을을 보여줄만큼 충분히 발명을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화학 및
생물화학 발명에서의 실시예들이 당업자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만, 그 발명자에 의해 소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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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 의한 외부증거 의존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을 완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79)

나아가, ‘기술분야의 예측성’은 ‘실시가능성 요건’에서만

고려되고 ‘발명에 대한 설명 요건’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법원 및 심사
실무의 주류와 의견80)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명세서 기재불비’는 ‘명세서를 제외한 외적 증거를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발명에 대한 설명 요건’과 흡사하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서면상 미완성이라는 뜻이고, 발명의 미완성의
경우 명세서에서의 그 개시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42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다는 거절이유도 동시에 성립할 것이므로, ‘예측곤란한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명세서 기재불비로 인해 발명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명세서 기재불비
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으로써 심사실무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권리범위 남용을 제한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81).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등에서는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기재불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82)
특허청 심사기준의 입장도 동일하다83)

79)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p.50
80) Sampson, M. (2000). The evolution of the enablement and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under 35 USC
§ 112 in the area of biotechnolog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233-1274.; Gentry Gallery, Inc. v.
Berkline Corp.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요건은 ‘모든 기술에 적용가능하다’고 하
였고, PTO의 Revised Interim Guidelines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
81) 拒絶査定不服審判及び無效審判における發明未完成の意義、パテント Vol.58 No.5 2005
82)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 ’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8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p.310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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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을 통한 발명의 공개 유도’
와 ‘제3자에 대한 기술공개로서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상호 대립되는 목표사이의 균
형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되어 왔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통상
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의 부가’ 또는 ‘과도한 실험 없이’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
게’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
될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요건 미달 시, 주요 국가는 ‘발명의 미완성’을 이유
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또는 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처리하였다. ‘발명의 완
성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는 선원주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반드시 명세서의 기재에
한할 필요는 없고, 출원인 등에 대한 면접, 심사관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사
실이나 제출된 기타의 자료 등 ‘출원 후’의 외부 자료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KIPO는 과거보다 구체적 기재가 생략된 경우라도
이를 특수한 지식의 부가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보다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주요 IP5

국가 또한 같은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권리범위 남용’의 우려와 심사관은 ‘신규성’ 및 ‘진보성’의 실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발명의 실체가 완성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업분야의 ‘예측곤란성’에 따라, ‘예측가능’한 경우, 기존 입장을 유지하되,
‘예측곤란한 기술분야’인 경우, 즉 개척발명이나 생명공학 분야 발명 등인 경우, 비발
명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동작 불가능함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발명의 권리범위
제한은 ‘발명의 성립성’/‘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요
건’을 통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통해서 미완성 발명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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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범

전체관찰,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

우수상

판례논문 요약서
판례번호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
제목

전체관찰,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대상판결은 “GS C&D”에서 “C&D”부분은 “Connect&Development”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
하고, “GS”부분은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하고,
대규모기업 집단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
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합된 표장 전체를
상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체로 관찰하여 대비하였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GS C&D”가 분리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전체관찰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약

반드시 전체관찰을 해야한다면.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에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판단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만으로 반드시 전체관찰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중 일부분이 일반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요부’라면 전체관찰이 아닌 요부관찰방법을 채택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분리관찰방법을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관찰방법에서 삭제시키고
요부관찰과 전체관찰방법으로 통일시켜 유사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한다.
대상판례는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시 구체적으로는 유명 대기업의 상호명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판단시 분리관찰방법 또는 전체관찰방법을

필요성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관찰방법과 전체관찰방법에 대해 조금 더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분리관찰방법을 유사판단 관찰방법에서 배제시키고,
본 사안에서 분리관찰과 전체관찰이 아닌 요부관찰법리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44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전체관찰,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기존 논문에서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과 분리관찰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독창성

견해는 충분히 존재하였지만, 그것을 넘어 분리관찰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기존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독창적인 부분이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분리관찰을 지양하면서 전체관찰을 통해

파급효과 유사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를 넘어서 분리관찰을 지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 논문을 통하여 분리관찰 방법이 삭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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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찰,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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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84)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등록된 상
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85),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
록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86) 물론 상표의 표장 외에 상품의 동일·유사여부
도 고려대상이 되지만, 표장의 유사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거래의 현실
이다. 결국, 우리 상표법은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
시키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라는 개념은 상표법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
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상표의 유사라는 개념은 대비되는 양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87) 하지만 상표의 유사판단은 표장의 외관의 유사를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됨에 따라 두 개의 상표가 거
래에 유통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의 출처혼동여부를 고려하는 추상적인 개념
이기 때문에 두 개의 상표를 대비·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대법원은 전체관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88) 전체관찰의 결론을
적절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는 하였
지만,89) 실무상으로 전체관찰보다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방법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것
으로 보아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84) 상표법 제1조
85) 상표법 제89조,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8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87)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2014), p.619.
88) 대법원 1994.5.13. 선고 93후1612 판결 등.
89) 대법원 2006.6.27. 선고 2004후289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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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표의 유사판단시 분리가 가능한 결합표장의 경우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관찰하거나, 요부관찰을 남용하여 전체관찰이라는 대원칙이 무색해지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리관찰의 비판론이 거세게 등장함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전체관
찰의 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결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분리관찰
을 지양하고 전체관찰방법으로 상표의 유사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분리
관찰의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관찰의 대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본 사안은 유명한 대기업의 상호명과 업종명이 결합
된 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관찰과 분리관찰방법에 대한 고
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대상판결
의 의미와 논리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 나아가 분리관찰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고
찰과 바람직한 유사판단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가.

대상판결의 경과 및 내용

이 사건의 개요

원고가 상표등록출원인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이며, 해당 상표의 지정상

품은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네일에나멜(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등이
다. 이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보면,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네일에나멜 (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선등록서비
스표1 “

”과 선등록서비스표2 “

”와의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

업)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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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요지

(1) 심판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비유사
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 수요자들은 선등록
서비스표들의 ‘GS’를 통하여, 유명 대기업인 ‘GS’의 상호표장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선
등록서비스표들은 식별력이 강한 ‘GS’부분에 의해 ‘지에스’로 약칭되거나, 아니면 식별
력이 강한 ‘GS’부분을 포함한 전체로서 ‘지에스 씨앤디’또는 ‘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
될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씨앤디’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
서비스표들과 칭호가 상이하다. 또한, 영문 알파벳 구성의 차이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들은 외관이 비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주)지에
스의 C&D’로 관념될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 ‘Creative Nail Design, Inc.’의
영문이니셜로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념되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
원상표는 그 등록이 허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상표의 유사여부
선등록서비스표 1은 “
하여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2는 “

”와 같이 영문자 ‘GS’와 ‘C&D’가 횡으로 배치
”와 같이 도형 ‘

’와 문

자 ‘GS’ 및 ‘C&D’를 횡으로 배치하여 구성된 것으로, 그 중 ‘C&D’부분은 띄어쓰기가 되
어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
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S’부분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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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모두 ‘C&D’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요부인 ‘C&D’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문자의 구성 및 배치가 달라 전체적으로
그 외관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인 ‘C&D’부분과 이 사건 출
원상표 “

”는 모두 ‘씨앤디’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자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서로 다르나 그 호
칭 및 관념이 동일한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인터넷 등의 광범
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주로 광고하므로 호칭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
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
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표장이 유사하다.

(3)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네일에나멜(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매니큐어(nail polish)’등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용품을 이용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미려함을 제공하거나 화장과 미용에 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미용실업, 미용상담업, 화장상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화장품 및 네일 관련 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이들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 또한 일치하므로 이들 상품
과 서비스업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
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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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아울러 지정
상품 또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다.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C&D’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로 그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GS’부분은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D’
부분을 제외하거나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
비스표들은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대상판결의 요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
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
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
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수
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www.kipo.go.kr

• 51

우수상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7후981,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1) 갑 제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
부분이 ‘Connect&Development’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
재산을 결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일종의 개방형 연구개발 방식(R&D)을 의미한다.
② LG생활건강, 콜마비앤에이치 등 기업들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외부 개인·기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제품을 개발하
고 있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GS’부분은 선등록서비
스표들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 지에스는 GS그
룹의 지주회사로 GS칼텍스, GS건설 등 총 7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기
준 자산총액 5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③ 주식회사 지에스는 상표등록을 하고 계열
회사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부분은 지정서비
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GS’부분은 저명한 대규모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
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
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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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
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
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C&D’부분인 ‘씨앤디’또는 ‘씨앤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
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C&D’부분이 ‘GS’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C&D’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구성 부분 전
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 “
비스표2 “

”와 선등록서비스표1 “

” 및 선등록서

”는 구성단어 수, 도형 부분의 결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

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지에스
씨앤디” 또는 “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
표들은 앞서 본 것처럼 ‘GS그룹의 개방형 연구개발업’내지 대기업인 “GS”의 계열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업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들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 나아가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선등록서비
스표들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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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유사판단 법리에 대한 고찰

상표 유사의 의미

상표의 유사는 상표권의 발생, 효력범위, 소멸, 침해 등 상표법 전반에 걸쳐 규정되
어 있는 용어이다.90) 상표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유사개
념이 도입되어 있고, 효력범위 및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유사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상표법에는 이처럼 유사개념은 도입되어 있지만, 그
판단방법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란 상표의 외형을 기준으로 한 사
실판단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라고 하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한 법률적
평가로서 하나의 기준에 의해 통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법의
목적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상대적 개념이다.91) 법리적으로 볼 때,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그 판단 자료가 정해지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
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과 분석은 상표 유사의 판단기
준, 판단자료, 판단방법의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92)

나.

유사판단 기준

(1) 원 칙
상표 유사의 판단 기준은 학설의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출처의 혼동은 다시 일반적 출처의 혼동
90)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50.
91) 정태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비판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논집 제20권 제1호, 2015.9, p.381.
92)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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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체적 출처의 혼동으로 구분되므로, 결국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유사와 일반
적 출처 혼동, 구체적 출처 혼동이라는 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93)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
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나 상표에 대하여 느끼
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
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
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
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
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4) 즉, 상표의 유사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추출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한 후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결합상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 유사판단은 전체관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체
적 관찰은 상표의 구성요소 전체에서 느껴지는 일반 수요자의 심리를 기준으로 관찰
하는 것을 의미한다.95) 상표의 구성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지만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96) 오늘날 거래에 이용되는 상표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기보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본 대상판결의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처럼 “GS C&D”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상표에 대해서도 항상 전체관찰방법을 고수한다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

93)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53.
94) 대법원 1994. 5.13. 선고 93후1612 판결 등.
95)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6.
96)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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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 법리가 도
입되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
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
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97) 즉, 결합상
표의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은 전체관찰이 원칙이라고 하나, 실무에서는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이 병행되고 있다.

다.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에 대한 비교

(1) 요부관찰의 의미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판단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유사판단은 상표의 외
형을 기준으로 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라고 하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
능을 고려한 법률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
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유사판단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요부관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시하여98) 유사판단시 필요한 경우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부
분을 추출하여 대비·판단하고 있다.

97)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98)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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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관찰의 의미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
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독립하여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
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99) 결합상표의 경
우 전체관찰에 대한 보완으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을 분리관찰이
라 한다.100) 분리관찰도 요부관찰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분리된 부분이 요부일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ⅰ)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101) ⅱ)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102) ⅲ) 거래 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는 경우,103) ⅳ)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분
리된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104) 등에 있어서는 분리관찰
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양자의 비교
분리관찰은 특히 1개의 상표에 2개 이상의 요부를 가지는 결합상표의 경우에 행하
여지는데, 각 요부가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는 때에는 각 요부를 분리
하여 각각이 가지는 외관 등에 의하여 유사판단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105) 또한, 분

99) 대법원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등.
100) 박종태, 이지상표법 제1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p.208.
101)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102)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후951 판결 등.
103)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후929 판결 등.
104)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등.
105)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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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관찰은 요부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요부관찰을 하는 데는 반드시 분리관
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요부가 아닌 부분을 사상하는 것은 분리관찰이 아닌 전체
관찰의 결과라고 설명된다.106) 요부관찰은, 표장 중 각 요부인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
여 추출하거나 각 구성부분 중 비요부가 제외됨으로써 추출되는 요부를 통한 대비방
법을 의미한다. 이를 세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도식화하면,
요부관찰 = 분리・추출(분리관찰) + 분리함이 없는 추출(협의의 요부관찰)이 될
것이다.107)
따라서 분리관찰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으로서 통상 전체관찰 및 요
부관찰과 병렬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의 수단
에 불과할 뿐이고 전체관찰, 요부관찰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독자적인 관찰방법이라
고는 할 수 없다.108) 대법원은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
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
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9)

(4)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
현실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어느 하나만 식별력이 있다면
요부판단 및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각 구성
부분이 모두 식별력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관찰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비
판이 실무 및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110) 그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

106)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9.
107)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9.
108)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박영사, p.569.
109)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110) 강동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 55권 10호, 법조협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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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1) 첫째, 대법원 판결들이 전체관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보충적인 방법
에 불과한 분리관찰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분리관찰을
일반화하는 경우 결합상표의 보호범위가 분리된 형태의 각각의 문자 모두에 미치므
로 등록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후
발 상표사용자의 상표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결합상표가 후등
록상표인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중 일부에 불과한 부분 때문에 전체 상표가 등록받
지 못하게 되어 상표사용의 자유가 저해된다. 둘째, 실무에서 대상상표를 너무 분석
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제 거래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과
괴리될 위험성이 크다. 셋째, 상표유사 여부 판단의 전체로서 상표의 구성이 분리되
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에도 재판과정에서는
법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지나친 분
리관찰은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분리관찰이 일
반화되면 상표출원인 입자에서 여러 구성요소를 혼합한 결합상표를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구성부분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중 일부로 이루어진 다
른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즉, 분리관찰이 되
면 상표가 유사하고 분리관찰이 되지 않으면 유사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
초하여, 결합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 분리관찰이 된다고 설시하고,
비유사다하고 할 때는 분리관찰이 안된다고 함으로써 논증을 끝내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라고 보인다.112) 따라서, 분리관찰 또한 전체관찰의 보조 수단으로서 올바른 전
체관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지, 전체관찰의 원칙이
파괴되었다라고 평가될 정도의 과도한 분리관찰은 지양되어야 한다.

pp.116-120.
11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박영사(2014), pp.641-642; 강동세(주 27), pp.119-120.
112) 구민승,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의 요부관찰과 전체관찰”, 대법원판례해설(118),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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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분석

이 사건 출원상표인 ‘CND’는 원고가 만들어 낸 조어 또는 원고의 회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 대상판결에서도 ‘CND’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
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의 ‘GS C&D’에서 ‘C&D’부분은 ‘Connect&Devel opment’
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하여 제품을 개발
하는 일종의 개방형 연구개발 방식(R&D)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
발대행업’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GS’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서비스표
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하는데, 주식회사 지에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
칼텍스, GS건설 등 총 7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자산총액 5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점, 주식회사 지에스는 상표등록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명한 대규모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
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
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
지는 출처표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C&D’부분은 ‘씨앤디’또는 ‘씨앤드
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거래실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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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C&D’부분이 ‘GS’부분보다 비중이 높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C&D’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
은 자연스럽지 않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부분만이 독
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
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들은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 “
록서비스표2 “

”와 선등록서비스표1 “

” 및 선등

”는 구성단어 수, 도형 부분의 결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도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지에스 씨앤디” 또는 “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
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앞서 본 것처럼 ‘GS그룹의 개방형 연구개발업’
내지 대기업인 “GS”의 계열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업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
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결국 양 상표를 전체적으
로 관찰하였을 때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나.

심판원 판단의 이유와 대상판결의 논리의 비교 검토

대상판결의 심판원 심결은 첫째,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GS’ 부분과
‘C&D’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둘째, ‘GS’부분과의 결
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요부인 ‘C&D’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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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첫째, ‘C&D’부분은 ‘Connect&Devel
opment’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하여 제품
을 개발하는 일종의 개방형 연구개발 방식(R&D)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
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 둘째, ‘GS’부분은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하는데 대
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리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표장에 대하여 분
리하여 관찰한 심판원의 심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종합하여 정리하면, 심판원은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 ‘GS C&D’에서 ‘GS’부분과
‘C&D’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C&D’부분과 이 사건 출원상표인
‘CND’부분을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반면 대상판결에서는 선등록서
비스표의 ‘GS C&D’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전체관찰하여 비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허법원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관찰방법이 적절한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은 ‘GS C&D’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적절
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관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분리하여 관찰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면 전체관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은 자생초 사건113)을 통해 요부관찰을 할 때에는 분리

113)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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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지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여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
우에도 결합상표 중 일부분이 요부라면 전체관찰이 아닌 요부관찰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태도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적절하
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체관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관찰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상판결은 ‘GS C&D’가 거래통념상 분리하여 관찰되지 않는 점과 ‘C&D’부분이 식별
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개별기업집단의 경우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전체관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전체관찰방법으로 유사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부관찰방법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
분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
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으로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
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
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
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
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
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판시한바 있다.114)

114)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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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GS C&D’부분은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고, 이러한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
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
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분
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 즉, 비록 ‘GS C&D’부
분이 거래통념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
다고 할지라도 ‘GS’부분이 요부라면 전체관찰이 아닌 요부관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S’부분은 주식회사 지에스 그룹을 의미하여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에스 그룹의 저명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GS’부분이 강한 인
상을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C&D’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매우
강한 점, 지정서비스와의 관계에서 ‘C&D’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을 고려하
면 ‘GS’부분이 요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출원
상표의 ‘CND’부분을 요부로 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GS’부분을 요부로 보아 요부를
대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 N, D’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G, S’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 요부의 문자의 구성
및 결합상태가 달라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지에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
시 유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
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GS그룹’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의 관념도 유사하지 않다. 결국 양 상표의 요부
를 관찰하였을 때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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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유사판단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현재 대법원은 전체관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요부관찰과 분리관찰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심사 및 판결 사
례들을 보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문자 또는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럽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분리가능성이 인정된
다고 보이는 경우 기계적으로 상표의 구성을 분리하였고, 분리된 부분 중 일반 수요
자에게 두드러지는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여부
를 판단하였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분
리관찰을 지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
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국내 사례
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방법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나.

국내 사례 및 해외 사례의 비교 검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방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 상표법의 경우에는 상표법 자체가 상표의 유사성을 부등록 또는 침해사유로 규
정하지 않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부등록 요건 또는 침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혼동가능성을 상표 부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115) 우리
나라와 조금은 다른 미국과 유럽의 사례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여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나아가 분리관찰방법에 대해 비교·검토한다.

115) 김원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1-12,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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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가) 자생초 사건
대법원은 자생초 사건에서116) ‘

’와 ‘

’은 ‘자생’을 공통으

로 포함하고 있고, ‘자생’을 위 상표의 요부로 보아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
질 필요 없이 ‘자생’을 기준으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출처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자생초’가 분리하여 관찰하
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부분을 요부로 보았다는 점에 있다. 위 판시로 인
하여 이제부터는 분리관찰이 요부관찰방법에 포함되는 관찰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나) 천년구들 사건
대법원은 천년구들 사건에서117) ‘
는 등록상표 ‘

’가 천연구들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등록

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
거나 ‘

’ 부분 및 ‘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양 결합상표에 식
별력이 있는 요부가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다) 무존존 사건
대법원의 무존존 사건에서118) 출원상표 ‘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

’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판례는 선등록상표에서

116)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117)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후2932 판결.
118)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후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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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

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
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전체관찰의 원칙
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등록상표에서 ‘
과 ‘

’이나 ‘

’부분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
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보이는
바, 결합상표의 구성부분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성요소들 간에
식별력의 우열이 없어 어느 하나를 요부로 보기에 어렵다고 본 사안이다.

(3) 일본 사례
(가) SEIKO EYE 사건
본원상표 ‘eye miyuki’가 인용상표 ‘SEIKO EYE’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일
본 최고재판결에서는 ‘SEIKO EYE’가 지정상품인 안경에 사용되는 경우 ‘SEIKO’부분이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상품출처의 식별표시로서 지배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것
에 비해, ‘EYE’부분은 안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며, 일반적, 보편적인 문자이므
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EYE’부분으로부터는 출처의 식별표시로서의 호칭, 관념은
발휘되지 않고, 본 상표는 ‘SEIKO EYE’전체로서 상세하게는 ‘SEIKO’부분으로만 호칭,
관념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119)
(나) 푸루푸루 사건
일본 특허심판원은 본원상표가 “푸루푸루 아미노산（ぷるぷるアミノ酸）”이고 인
용상표 “푸루푸루（‘プルプル’와‘ぷるぷる’의 2단 병기)”와의 유사판단에서, 본원상표
의 구성 중 ‘푸루푸루（ぷるぷる）’ 부분은 ‘아미노산(アミノ酸)’부분과 같이 식별력이
약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연속되는 일체의 상표라고 판단하였다.120) 아미노산이나

119) 日本最高裁 平成３年(行ツ) 第１０３号.
120) 不服２０１０-２７９４７ 拒絶査定不服の審決 2011.08.05.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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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이 들어간 가공식품의 효능을 표시할 때 ‘푸루푸루121)’표시를 사용하여 탱탱한
피부의 효과를 표현하는 예도 적지 않고, ‘푸루푸루’단어에 대해 ‘아미노산’이라는 단
어와 같이 식별력이 약하다고 인정한 후에 식별력이 없는 구성들의 결합이므로 본원
상표는 연속된 일체로만 기능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 토
우리나라와 상표의 유사판단기준이 거의 흡사한 일본에서도, 결합상표에 대한 유
사판단 방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언
어 및 언어습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판단기준이 유사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결론
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도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만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 일체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동일한 판시를 내리고 있다. 식별력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의 결
합에서는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중심적인 식별표시로서 작용한다고 판시하여 우리나
라의 요부관찰 법리와 흡사하다. 일본의 ‘SEIKO EYE’사건이 본 대상판결과 사실관계가
거의 흡사하다. ‘EYE’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C&D’부분이 지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유사하고, 마찬가지로 ‘SEIKO’부분이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점이 ‘GS’부분이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점과 유사하다.
일본의 최고재판결에서 ‘SEIKO EYE’의 사건을 전체관찰 상세하게는 요부관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GS C&D’를 전체로서 관찰하거나 상세하
게는 ‘GS’부분을 요부로 보아 요부관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121) 井澤 幹, “識別力弱＋識別力弱”,
2013.4.16, p.74.

第１８回知的財産権誌上研究発表会｢結合商標の類否判断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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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종합하여 판단하여보면, 결합상표의 경우 ⅰ) 식별력이 있는 부분(A)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b)의 결합상표 A+b(자생초 사건), ⅱ) 식별력이 없는 부분(a)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b)의 결합상표 a+b(천년구들 사건), ⅲ) 식별력이 있는 부분(A)과 식별력이
있는 부분(B)의 결합상표 A+B(무존존 사건)로 구분지을 수 있겠다. 여기서 ⅰ)의 경
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원칙122)에 따라 b부분
은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A가 유사판단시 요부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경우에는 요부관찰방법에 의하여 유사판단을 하면 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생초 사건이 있다. 다음으로 ⅱ)의 경우에는 결합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123) 전체관찰하여 유사판단하면 된다. 문제는 ⅲ)의 경우이다. ⅲ)의 경우 이제
분리관찰 법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였다. 하지만 요부관찰과 전체관찰의 법리
만으로 ⅲ)의 경우의 유사판단을 할 수 있어 분리관찰 법리가 꼭 필요한 관찰방법인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ⅲ)의 경우도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가 B보다 식별력이 더 강한 경우(제1유형), 둘째, B가 A보다 식별력이 강한 경우(제
2유형), 셋째, A와 B의 식별력의 우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제3유형)이다. 먼저 제1
유형과 제2유형에서는 대법원의 요부판단 방법124)인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
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
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
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A와 B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은 경우 즉 제1유형에서는 A가 요부이고 제2유형에서는 B가 요부라고 판단

122) 대법원 2005.1.28. 선고 2003후236 판결 등.
123)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
124) 대법원 2017.2.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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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요부관찰한다면 유사판단의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
유형에서는 A와 B의 식별력의 우위를 결정할 수 없으면 A 또는 B 어느 누구도 요부
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요부가 없으면 전체관찰하여야 한다는
원칙125)에 따라 전체관찰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
을 도입한다면 분리관찰의 개념이 없더라도 모든 유형에 대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라는 표장을 핸드
폰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제3자가 ‘삼성’ 또는 ‘갤럭시’를 핸드폰에 출
원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위에서 살핀 법리로만 따진다면
‘삼성’과 ‘갤럭시’의 식별력의 우위를 비교·검토하여 식별력의 우위가 있다면 그 부분
을 요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식별력의 우위가 없다면 전체로서 관찰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식별력의 우위를 검토한 결과 ‘삼성’이 요부이거나 또는 어느 한 부분도 식별
력의 우위가 없어 전체관찰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제3자가 ‘갤럭시’를 핸드폰에 출원했
다면 제3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수요자들이 ‘삼성 갤럭시’와
‘갤럭시’가 표시된 핸드폰이 거래시장에 유통될 때 출처의 혼동을 느낄 염려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성부분의 식별력 유무 뿐 아니라 주지·저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법 34조 제1항 제7호의 유사판단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의 유사판단의 방법이 구별되어야 할 수도 있다. 상표의 유사는 상표법의 목적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각 규정마다 유사여부를 다르
게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
를 제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삼성’과 ‘갤럭시’가 모두 일반 수요자에게 주
지·저명한 표장이라는 점에서 유명대기업의 상호명과 업종명이 결합된 위 사안과는
다를 수 있겠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전체관찰의 대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요부관찰 및 분리관
찰을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리관찰방법은 자생초 판례
125)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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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온 이후에는 요부관찰로 통일하여 판단할 수 있어 그 존재의 의의가 많이 퇴색
되고 있다.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등장하고 전체관찰 법리를 이용한 대법
원 판결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유사판단 실정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는
전체관찰방법과 요부관찰방법만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시 양 상표의 관찰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대상판결을 통하여 전체관찰원칙이 유사판단시 관찰방법의 대원칙임을 확인하였다.
본 사안이 유명한 대기업의 상호명과 업종명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바탕에는 과도한 분리관찰을 지양하고 전체관찰방법을
고수하였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관
찰방법을 택하든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거래시장에 유통된 두 개의 상표를 수요
자가 인지하였을 때 상품의 출처표시에 혼동을 느낄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유사판단의 핵심은 출처혼동의 발생여부이고, 관찰방법은 수요자가
출처의 혼동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에는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있지 아니하면 기계
적으로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분리된 부분을 요부로 보아 유사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유사판단을 하게 되면 구성요소 각각에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제3자로 하여금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발생
하여 과도한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에 태도에 비추
어 대상판결 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의 판결들도 분리관찰방법을 지양하고 전체관찰
방법을 고수하는 판결이 제법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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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사이에 상표의 유사판단을 다룬 것으로서, 분리관찰이 아닌 전체관찰방법에 의하여
상표 사이에 비유사를 인정한 사례이다. 원고는 피고의 표장이 분리가 가능할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리관찰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며 전체관찰을 주장하였는데 특허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이 분리가
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관찰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찰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생초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중 요부가 존재
한다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관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하
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을 제대로 다룬 판례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대상판결도 분리관찰과 전체관찰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을 뿐 요부관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표장 중 ‘GS’부분이 수요자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되는 식별력을 가진 구성 부분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요부관찰
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법원에서 전체관찰
및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을 함에 있어서 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
한 법리를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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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후523 판결

장려상

판례논문 요약서
판례번호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후523 판결
제목

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대상 판결은 발명의 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들
과는 다소 다른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에 종전 법리와 변경된 법리의 차
이점을 살펴보고, 변경된 법리의 의미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 특허발명은 청구범위가 여러 실시례들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어

요약

있는 한편, 원심에서의 검증을 통해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들이 발명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변경된 법리에 터잡아 대상 특허발명을 완성된 발명으로 판단한 대상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발명의 완성 여부는 실제로 발명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나, 심사실무가 서면주의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제 효과를 검증하면서 심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필요성

있고, 개별 실시례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전체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발명마다 다르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등록 이후 제공된 특정
실시례의 실험 결과를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 판결이 채택한 법리가 종전 법리에 대하여 갖는 차이와 그로 인해

독창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대상 판결이 변경된 법리에 터잡아
대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내린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특허등록 이후의 분쟁에서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의 검증 결과를 이용

파급효과

하여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특허 무효 사유로써 발명의 완성 여부의 활용 빈도를 높임으로써 미완성
발명의 출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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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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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제
10-119741호로 등록된 특허발명(이하 ‘대상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무효 여부에 대
한 판결로, 법정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들에 대해 수행된 검
증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효과가 달성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상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고 한 원심 판결(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허6753
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미완성 발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된 논점으로는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요건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126)127), 그리고 미완성 발명의 판단 대상은
청구범위의 기재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세서 전체의 기재를 포함하는 것인
지가 알려져 있으나128)129),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가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효
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특허 등록 이후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안
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미완성 발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대상 특
허발명의 기술 내용과 대상 판결이 채택한 법리에 대해 검토한 다음, 명세서에 개시
된 실시례가 대상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대상 특허발
명이 완성된 발명이라는 결론을 내린 대상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26) 정태호, “특허법상 미완성발명과 기재불비의 적용관계에 관한 검토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62호(2011), 세창출판사
127) 권태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18집 제3호(2011)
128) 정태호, 앞의 논문, 35쪽
129) 권태복, 앞의 논문,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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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완성 발명

가.

개념과 유형

발명은 사상이기는 하지만, 과제해결 수단으로서의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므로 단
순한 착상 내지 아이디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구체
성을 결여한 발명은 이른바 미완성 발명으로서 특허의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
한다.130)
판례에 의해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된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단순한 과제 또는
착상의 제기에 그치고 제기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해서는 과제 해결이 명백하게 불
가능하거나 그 실현방법을 모르는 것, ②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
또는 그 전부가 결여되어 발명의 목적달성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 ③ 과제의 해결수
단이 막연하여 구체화할 수 없는 것 또는 그 수단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④ 발명의 반복 재현이 불가능한 것, ⑤ 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어도 그 구성의 해결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험결과 등의 구체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발명(주로 화학발명의 경우에 문제됨)인데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없
는 것, ⑥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일응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 결과
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131) 등이 있다.132)

나.

법적 근거

미완성 발명은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발명의 미완
성을 거절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특허법 §112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Enablement
130)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박영사(2019), 218쪽
131)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3허6524 판결(상고 기각, 확정) 참조.
132) 윤태식,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제2판, 진원사(2017),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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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미충족으로 처리하며 유럽특허청(EPO) 심사기준도 이 경우 명세서 개시 불충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133)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1977(소화52년) 10월 13일 소화
49년(行ツ) 제107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기초하여 “발명의 미완성”이라고 하는 거절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한 이래, 위 판결을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발명의 완성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대법원 등에서도 일반론적으로 판시되고 있다.134)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상, 즉 기술에 관한 사상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기술 내용은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
이 반복 실시하여 목적으로 하는 기술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되
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술 내용이 그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 미완성인 것으로서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39년(행ツ) 제92호, 1969년(=소화 44)년 1월 28일 제3소법정 판결].
특허법은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임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하고 있고, 여기서 ‘발명’의
의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발명이 발명으로서 미완성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아님을 이유로 하여 특허거절을 하는 것은 특허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또한 요청하는 바라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방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
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
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35)
133)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2009), 83쪽
134) 이재웅, “발명의 완성개념에 대하여,” 지식재산21, 2003. 9., 124쪽
13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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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적 효과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
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완성된 발명이라고 하면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특허법 제29
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136)
나아가, 특허법에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보정제도를 두고 있는데137), 미완성 발명은 출원당시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출원 후 보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138)
한편, 판례는 미완성 발명으로 등록이 거절된 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139),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다140).

136)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9), 3106-3107쪽
137) 특허법 제47조 제2항
13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9), 3106-3107쪽
13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
14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후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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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

종래기술

대상 특허발명은 명세서에서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37986호로 공개된 ‘침수 감
전 방지 장치’를 종래기술로 적시하면서141), 종래기술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을 대상 특허발명의 목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종래기술에 대하여 간략하
게 살펴보도록 한다.

1) 배경기술
종래기술은 모든 전기장치의 나충전부142)가 침수되는 경우에도 전기 감전을 근본
적으로 방지하는 침수감전 방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모든 고압 또
는 저압 전기장비에 별도의 감전 방지 수단을 설치함으로써 침수되었을 경우 누전으
로 인해 흐르는 전류를 상기 감전 방지 수단으로 흐르도록 하여 외부로의 전류 흐름
을 차단시킴으로써 감전사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침수 감전 방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143)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기술은 피복이 없어 전류가 통하는 부분, 즉 나충전부에 도전성이 높은 금속
재질의 금속판 또는 금속망이 부착된 침수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고압 또는
141)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37986호(이하, ‘종래기술’이라 함)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장치가 통전
중에 침수되었을 때 나충전부로부터 흘러나오는 누설전류를 흡수하여 누전사고 또는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침수누전장치를 개시한다,” 대상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02] 참조
142) “나충전부는 상기 전기기기 또는 전기 장치 또는 본 발명의 침수감전방지장치 중 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전시 감전 또는 누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종래기술 명세서 3쪽 9번째
문단에서 발췌
143) 종래기술 명세서 2쪽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번째 문단 참조

82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저압 전기기기 또는 전기장비가 침수될 경우에도 나충전부에서 누설되는 전류가 침
수감전방지장치에 부착된 도전성이 높은 금속층 또는 금속망으로 통전되어 접지선
또는 중성선을 통해 중화되도록 하여 감전 사고와 누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사전에 방
지할 수 있는 침수 감전 방지 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144)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종래기술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도 1a에 도시된 침수감전방지장치(1, 2)에서는
도전성 금속판(2)이 단자대(1)의 중성선(N) 단자 및 어스(E) 단자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 1a에 도시된 침수감전방지장치(1, 2)가 임의
의 전기기기 또는 전기 장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전류는 물보다
훨씬 더 작은 저항을 갖는 도전성 금속판(2)을 포함하는 침수감전방지장치(1, 2)를 통
해 흐르게 되어, 상기 전기기기 또는 전기 장치가 침수된 상태에서 인체가 침수된 물
에 접촉하더라도 인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극히 미약하여 감전 사고 또는
누전 사고가 방지될 수 있다.
예컨대, 도 2는 도 1a에 도시된 종래기술의 침수감전방지장치(1, 2)가 가로등 전주
(6)의 내부에 사용되는 실시례를 도시한 것이다. 침수감전방지장치(1, 2)의 단자대(1)
의 3상 접속 단자 중 하나의 접속 단자가 입력선(4)과 연결되며, 이 접속단자와 중성
선(N) 일측 단자가 전기부품(5)에 연결된다. 전기부품(5)는 누전차단기가 될 수 있다.
전기부품(5)은 안정기의 입력측에 연결되고, 안정기의 출력측은 전선연결단자(14)의
일측 단자에 연결된다. 전선연결단자(14)의 타측 단자는 가로등 전주(6)의 전구에 연
결된다. 단자대(1)의 어스(E)단자의 일측 단자는 접지선(3)과 연결되고, 접지선(3)은
지면에 접지된다. 단자대(1)의 어스(E)단자의 타측 단자는 전선연결단자(14)의 어스
(E) 단자의 일측에 연결되고, 전선연결단자(14)의 어스(E) 단자의 타측 단자가 전구에
연결된다. 입력선(4)을 통해 전류가 인가되면, 가로등 전주(6)는 통전 상태가 되어 전
구가 켜진다. 가로등 전주(6)가 침수되는 경우, 가로등 전주(6)의 나충전부를 통해 흘

144) 종래기술 명세서 2쪽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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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전류는 접지선(3) 및/또는 중성선(N) 단자를 통해 지면 또는
중성선(N)(11)을 통해 흐르게 되며, 금속판(2)은 나충전부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물
을 통해 흐르지 않도록 전기를 저장하는 커패시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침수된 물
에 인체가 접촉되더라도 접촉된 물을 통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감지할 수 없을 만
큼 작아, 감전 사고 또는 누전 사고가 방지된다.145)

<종래기술이 가로등 전주에 사용되는 실시례>

4) 출원 경과
특허청은 종래기술에 대해 “인용발명은 실외기기의 히터접지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해 보면, 출원발명에서 금속판을 통해 누전되는 전기가
접지선 또는 중성선으로 흐르도록 구성한 것은 인용발명에서 금속판(4)을 통해 누전
되는 전기가 접지(11)와 연결되어 흐르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에 상당하고, …(중략)…
위와 같은 일련의 설계변경과정에 따르는 구성의 곤란성이나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
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여, 청
구항 제1항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146)라고 하면서
종래기술이 기존의 접지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보성을 부정하였고, 종래기
술은 등록거절되었다.
145) 종래기술 명세서 3쪽 참조
146) 종래기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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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특허발명

대상 특허발명은 2012. 7. 20.에 출원되어 2012. 10. 29. 제10-1197414호로 등록된 것
으로,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1) 청구범위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청구항 1 내지 16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독립항이
자 대표 청구항인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제1입력단자(IN1), 제2입력단자(IN2), 그리고 접지단자(G)를 포함하는 입력단자부;
제1출력단자(OUT1), 제2출력단자(OUT2)를 포함하는 출력단자부;
상기 입력단자부와 상기 출력단자부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및 제2 입력단자(IN1, IN2)가
교류전원용 콘센트의 상전압단자(R) 및 중성점단자(N)에 연결됨에 있어서 (i) 상기 제1입력단자(IN1)
와 상기 상전압단자(R)가 서로 연결됨과 동시에 상기 제2입력단자(IN2)와 상기 중성점단자(N)가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ii) 이와 반대로 상기 제1입력단자(IN1)와 상기 중성점단자(N)가 서로 연결됨과
동시에 상기 제2입력단자(IN2)와 상기 상전압단자(R)가 서로 연결되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상기
제1출력단자(OUT1)가 상기 중성점단자(N)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동시에 상기 제2출력단자
(OUT2)가 상기 상전압단자(R)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단자극성 고정부;
절연체로 된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상면에 노출된 채 서로 이격되어 전기적으로 절연되게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1출력단자(OUT1) 및 상기 제2출력단자(OUT2)를 부하에 전기적으로 각각
연결시켜주는 제1연결단자(J1) 및
제2연결단자(J2)를 포함하는 연결단자대; 및
상기 상전압단자(R)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기 제2연결단자(J2)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상기 중성점단자(N)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기 제1연결단자(J1)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상기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상기 연결단자대의
측방 및 상방 각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상기 제2연결단자(J2)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
상기 누전방지도전체에 의해, 상기 연결단자대가 침수 시 상기 제2연결단자(J2)에서 나온 전류는
물을 통해 상기 누전방지 도전체로 대부분 흘러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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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하려는 과제(종래기술의 문제점)
대상 특허발명은 종래기술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과제로 삼고 있다.
대상 특허발명이 지적한 종래기술의 문제점 중 첫째는, 종래기술과 같은 장치에서
침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접지단자가
아닌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종래기술은 누전방지용 금속판
이 ‘접지단자(E)'에 연결되어도 같은 효과가 얻어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고,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항상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도록 완벽하
게 보장해주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만 부하를 전원측에 연결되
도록 하기 위해 전원측과 연결단자대 사이에 플러그와 콘센트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47)
두 번째 문제는,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실제로 종래기술을 실시한 결과, 종래
기술이 그 목적하는 효과인 침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기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위 문제의 원인으로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이
‘평판형’구조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과 단상전압단자에
연결된 제2연결단자 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그들 사이에는 절연물질로 된 연결
단자대의 몸체가 배치148)되어 그들 간의 최단경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
하는 점 때문에 그들 사이의 저항값이 크고, 그에 따라 그 제2연결단자에서 나오는
전류량의 일부는 그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나머지 상당량의
전류는 다른 곳으로 누설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149)

147)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04], [0005] 참조
148) 이러한 구조는 종래기술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실시례로 개시되어 있을 뿐 종래기술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자의적으로 종래기술의 형상과
구조를 고정시켰다.
149)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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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의 해결 수단 및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위 종래기술의 두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점에 대
해서는 단자극성고정부(200)라는 구성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였다.150)
한편,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전방지용 도전체의 형상, 설치 위치, 연결단자
(J1, J2)에 대한 배치 관계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실제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
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151)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아래와 같이 침
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 효과가 있는 누전방지용 도전체의 형상, 설치 위치, 연결단
자(J1, J2)에 대한 배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4가지 실시례를 제시하였다.

가) 실시례 1
실시례 1은 명세서의 도 3, 4와 관련된 것으로, 누전방지 도전체(400)가 연결단자대
(300)의 일 측면과 대면하는 형태의 실시례이다.
명세서 기재 내용
측면도체부(430)는 몸체부(310)의 측면과는 이격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측면도체부(430)의 상단 높이(h2)는 수직방향으로
연결단자대(300)의 상면의 높이(h1)보다 최소한 5mm 이상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38] 참조).

이와 같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누전방지 도
전체(400)가 제2연결단자(J2)의 하방과 측방에 위치하는 부분
을 포함할 때,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방지 도

<도 3>

전체(400)의 하방 부분(즉, 바닥도체부(420))과 측방 부분(즉,
측면도체부(430))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제2연결단자(J2)로부터

150)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10] 및 도 1 참조. 종래기술의 첫 번째 문제점과 그 해결 수단은
대상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에 대한 대상 판결 및 본고의 논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6기로 한다.
151)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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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이내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제2연결단자(J2)로부터 300mm까지
는 이격될 수 있다(식별번호 [0041] 참조).

<도 4>
나) 실시례 2
실시례 2는 명세서의 도 5와 관련된 것으로, 누전방지 도전체(400-1)가 양 측면도체
부(430)의 상단에서 몸체부(310)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태의 실시례이다.
명세서 기재 내용
상부도체부(435, 455)는 연결단자대 상면으로부터 적어도 5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부도체부(435, 455)
와 제2연결단자(J2)가 지나치게 멀리 이격되면 …(중략)…누전 및
감전 방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식별번호
[0043] 참조).
본 발명자가 시험해 본 바에 따르면, 누전방지 도전체(400-1)의
바닥도체부(420)와 측면도체부(430)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제2연
결단자(J2)로부터 15m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부도체부(435,
455)와 연결단자대 상면 간의 간격이 300mm까지는 누전방지 도전
체(400-1)과 제2연결단자(2) 사이의 영역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다
른 영역으로 새나가는 누설전류를 미미하여 그 다른 영역에서의 감전

<도 5>

은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상기 간격이 300mm를 넘어서면 …(중략)…
전력공급이 차단되었다. 만약, 누전방지 도전체(400-1)의 바닥도체
부(420)와 측면도체부(430) 둘 다 제2연결단자(J2)로부터 15m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누전 및 감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부도
체부(435, 455)가 제2연결단자(J2)로부터 15mm를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식별번호 [00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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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례 3
실시례 3은 대상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6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단자(J1, J2)가 연결
단자대의 몸체부의 홈이 없는 평편한 상면에 배치되는 형태의 실시례이다.
명세서 기재 내용
누전방지 도전체(400)의 측면도체부(430)는 반드시 바닥도체
부(420)에 대하여 직각일 필요는 없다. 도 6에 도시된 누전방지
도전체(400-2)처럼, 측면도체부(430-1)는 바닥도체부(420)에
대하여 둔각 또는 예각으로 절곡되어 도 무방하다. 다만, 측면도
체부(430-1)의 최상단은 제2 연결단자(J2)보다 낮지 않은 높이
인 것이 바람직하며, 제2연결단자(J2)보다 최소한 5mm이상 더
높은 위치까지 연장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46]

<도 6>

참조).

라) 실시례 4
실시례 4는 대상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7과 관련된 것으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
결단자대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의 실시례이다.
명세서 기재 내용

수평도체부(470)는 연결단자대의 상면과 최소한 5mm 이상
이격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48] 참조).
나아가, 누전방지 도전체(400, 400-1, 400-2, 400-3)는 연
결단자대(300)의 측방 또는 상방에 위치하는 평판형 도전체에는
복수 개의 관통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본 발명
자는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연결단자를 둘러싸는 그 평판형
도전체에 관통구멍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누설전류 저감효과가 더

<도 7>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식별번호 [0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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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적 본질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누전방지 도전체(400)는 제2연결단자(J2)로
부터 상기 실시례들에서 언급된 이격거리 범위에 위치하기만 하면 되고, 그 형상에
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152) 한편, 침수 시 누설된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
로 흡수되어 중성점 단자로 빠져나간다는 기술적인 개념은 이미 종래기술에 개시되
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상 특허발명이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성과 관련
하여 기여한 부분은 누전방지 도전체의 배치에 따른 연결단자대로부터의 구체적인
허용 이격 거리를 직접 실험을 통해 도출해 낸 것이라 할 것이다.

4.

사건의 경과

가.

무효심판 단계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대상 판결의 원고이므로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4. 12. 1. 대상 특허발
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2014당3072호로 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원
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 ②
명세서의 기술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의 불가가 명백한 경우, ③ 명세서의 해결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갑 제7호증) 참조)에 해당함이 명
백하므로 미완성 발명이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
어야 한다.”

152)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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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위 주장 중 대상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
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발명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지 않으며, ③ 해결과제·해
결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근
거가 없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누전방지 도전체(400-1)의 바닥도체부(420)와 측면도체부(430)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제2연결단자(J2)로부터 15㎜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부도체부(435, 455)
와 연결단자대 상면 간의 간격이 300㎜까지는 누전방지 도전체(400-1)과 제2연결단자
(2) 사이의 영역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다른 영역으로 새나가는 누설전류를 미미하여
그 다른 영역에서의 감전은 느낄 수 없다(식별번호 [0044]).’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누
설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고, 누설전류가 완전히 0
이 되지는 않더라도 종래기술에 비하여 개선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누전
방지장치에 대해 얻어진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
였다.153)

나.

심결취소소송 단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6허6753호로 심결취소소송(이하 ‘원
심’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53) 이 사건 심결의 심결서 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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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옴(Ohm)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해결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론상 불가능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발명의 효과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검증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 중 1)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에 대해서는 대
상 특허발명이 그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준비해온 검증 시료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직접 대상 특허발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대상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로 “① 누설전류가 거의 없어 물에 인체가 닿아도 감전이 발생하지 않고,
②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부하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21] 참조).”라고 확인하면서, 효과 달성 판단의 기준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정하여 판시하고,154) 검증결과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감전’이라 함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을 의미하
고, 통과 전류가 15mA 이상이면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50mA 이상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감전 시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는 대체로
10~15mA 정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수단에 의할 때 누설전류가 15mA 이상이거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경우에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발
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54) 원심 판결서 13쪽 참조

92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공한 검증 시료들155) 및 각 검증 시료들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여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56)
피고 시료 1

피고 시료 2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
전체는 연결단자대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
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
는 구조의 시료임.

피고 시료 1에서 상부면 평판 도전체와 이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판을 제거한 시료임.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를 플라스틱

검증 결과 누설전류는 기준에 부합하였지만,

판으로 덮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상 특허발명의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 실시례

4개 실시례 중 실시례 1(도 3, 4 관련)과 유사하

들 및 대상 특허발명(청구항 1 내지 16항 발명)

지만 누설전류가 기준을 초과하여 발명의 효과

의 각 누전방지장치의 형상과는 다른 시료라는

달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이유로 대상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
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
로 판시함.

155)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들을 구현한 검증 시료들을 제공하였는데, 원심 판
결의 내용 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검증 시료들에 대해 특별히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들과의 동일
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고의 검증 시료들이 명세서
에 개시된 실시례들을 충실히 구현하였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156) 원심 판결서 15-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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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시료 1

원고 시료 2

원고 시료 3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 실시례 중 도 3, 4에
관련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한
시료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
결단자대의 일 측면과 대면하
는 형태의 시료임.
검증 결과 누설전류가 기준
치를 초과하여 발명의 효과 달
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취지
로 판시함.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 실시례 중 도 5에
관련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한
시료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양
측면도체부의 상단에서 몸체
부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
태의 시료임.
검증 결과 누설전류가 기준
치를 초과하여 발명의 효과 달
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취지
로 판시함.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 실시례 중 도 7에
관련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한
시료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누
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
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의 시료
임.
검증 결과 누설전류가 기준
치를 초과하여 발명의 효과 달
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취지
로 판시함.

3) 판결
원심은 대상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
당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그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57)

157) 원심 판결서 17,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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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은, … (중략) … 종래의 평판형 누전방지용 금속판(2)을 다양한 형상으
로 변경하여 실험해 봄으로써 침수 시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지 않고 감전이 발생하지 않는
누전방지 도전체의 형상을 찾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시례의 누전방지 도전체 형상 및 그 규격 자체는 기술적으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 4개의 실시례에 따라 실시했을 때 최소한 어느 실시례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고심(대상 판결) 단계

1) 적용 법리
대상 판결에서는 대상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
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 참조).”

2) 판결 요지
대상 판결은 대상 특허발명을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대상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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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상 특허발명의 구조,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 여
러가지 실시례,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조건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상 특허발명은 누전, 감전을 방지한다고만 할 뿐 누설전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참고하여 누전, 감전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다) 피고 시료 1은 대상 특허발명 중 청구항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고, 발
명의 설명에도 피고 시료 1이 채택한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에 대해 기재되
어 있으므로, 청구항 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라) 결국, 청구항 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
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파기환송심 단계

대상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1926 판결)에서, 원
고는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이 수치로 한정되는
등 좁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범위는 그보다 넓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② 선행발명들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
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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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가.

적용 법리에 대한 검토

1)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 v.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앞서 4.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판결은 선행 판결인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과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완성 발명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위 선행 판결들이 판시한 것과는 그 문구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92후1806, 93후1810158), 2012후3312

대상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
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
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
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발명으로...”(이하 ‘종전 법리’라고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변

한다)

경된 법리’라고 한다)

종전 법리의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의미에
대해 살피건대, 우리 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159)로부터 미완성 발명에 관한
종전 법리를 받아들인 이래로 발명의 반복 재현이 불가능한 것을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160), 법원은’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발명을 실시할 때마다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반복 재현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8) 2012후3312 판결에서 인용한 판결이다. 원심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였다.
159) 최고재 소화52.10.13.소화49(行ツ)107
16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판결,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확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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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경된 법리에서는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발명이 실제로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여지
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법리에 의하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객관적, 구체적 구성으로부터 효과 달성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기만 하다면, 실제
효과 달성에는 실패하더라도 해당 발명을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변경된 법리로 인해 다음 사항들이 문제될 수 있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반복 재현이 불가능한 것을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허청의 심사실무도 미완성 발명에 대한 지침은 아니지만 발명의
성립성 요건 중 하나로서 반복 재현성을 들고 있다.161) 따라서 변경된 법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실제로는 효과 달성에 실패한 발명이라 하더라도(즉, 반복 재현
이 불가능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경우, 기존 판례
및 심사실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발명의 완성 여부와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른 것이므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62) 그런데 종전 법리와 변경된 법
리는 모두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를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
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여
기에 변경된 법리의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이 결합하
면 발명의 완성 여부가 오직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판가름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발명의 완성 여부와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의 구별을 더욱 모호하
게 만들 우려가 있다.
위 두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변경된 법리가 ‘발명의 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예상
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까지 완성된 발명에 포함시킨 것으
로 해석 가능한 것에 기인한다. 발명의 완성 여부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에 속하는 것

16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9), 3106쪽
162) 권태복, 앞의 논문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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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발명의 효과가 실제로 달성되지 않음이 실증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판단 대상의 명확화
대상 판결은 선행 판결들과는 달리,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이는 종래 법리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야 하는 대상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명세서 및 도면 전체의 기
재를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163)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발명의 완성 여부 또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발명의 완성과 실시례와의 관계
대상 판결은,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
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원심 판결이 “어느 특허발명이 완
성된 발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명세서에 개시된 모든 실시례가 예외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발명의 설명에 개시되어 있는 실시례는 제3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명자가 본래 구상했던
구체적인 물건이나 방법의 실체를 그대로 투영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상적인 권
리의 측면이 아닌 현실 구현의 측면에서 완성된 발명에 가장 근접한 것이 실시례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의 판시 내용 중에는 왜 발명이 완성되었는지가

163) 권태복, 앞의 논문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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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를 설명하
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다만, 대상 판결이 인용한 선행 판결 중 대법
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이 아래와 같이 발명의 완성과 실시례의 관계에
대해 대상 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상 판결에서 위 선행 판결을 인
용한 이유를 짐작케 한다.
<1993. 9. 10. 선고 대법원 92후1806 판결의 판시 내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
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
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
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92후1806 판결이 다루었던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 판결에서 92후
1806 판결의 법리를 채택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92후
1806 판결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인이 1986년 특허출원 제9121호로 “내감마선성 카보네이트 중합체 조성물” 출원
(2) 특허청에서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57-192458) 대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절사정
(3) 출원인이 항고심판소에 항고(91항원557)하였으나 기각
(4) 출원인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 중 하나로 인용발명이 미완성 발명임을 주장

즉, 92후1806 판결은 출원인이 출원 발명의 등록거절이유(진보성 부정)를 극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의 적격성을 다툰 사안에 관한 것이다.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출원인은 인용 발명의 청구항 1은 “카보네이트 중합체 및
내감마선성 향상량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
카보네이트 중합체 조성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명세서의 구체적 실시례에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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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로필렌 글리콜이 아닌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
완성 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프로필렌 글리콜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차이에 불과하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들로부터 인용 발명에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중합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92후1806 판결의 사안은 실시례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 약간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일 뿐이므로164), 92후1806 판결의 법리를 대상 특허발명처럼 청구
범위 기재에 부합하는 실시례가 발명이 목적하는 효과의 달성에 실패한 사안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92후1806 판결의 법리를 대상 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는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누설전류의 수치 한정 여부
대상 판결은, 대상 특허발명에서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 누설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대상 특허발명의 효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누설전류의 수치를 15mA로 정한 것은 잘못이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164) 근래의 사건이었다면 미완성 발명보다는 명세서 기재 요건 중 뒷받침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가리는 사
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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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비록 구체적인 누설전류의 한계 수치가 기
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
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대상 특
허발명이 효과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
류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대상 판결은 대상 특허발명의 누전 및 감전 방지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단지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의 실시
례와 도면을 통해 설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누전과 감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누전
방지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 시료 1의 누설전
류가 15mA 미만이었음을 근거로 들어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 누설전류 수치로 15mA를 설
정한 것은 그 수치를 정함에 있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위법하게 한정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본래 청구범
위에 기재된 한정 사항을 수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피고 시료 1이 효과 달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결은 피고 시료 1이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 실시례 중 그 어
떤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피고 시료 1의 실험 결과를 발명의 효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은 청구항 1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관한 청구범위 및 발명의 설
명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시료 1은 대상 특허발명 1의 청구항 1에 기재되
어 있는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되고, 따라서 피고 시료 1의 실험 결과는 대상 특허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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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상 판결에서는 피고 시료 1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다.”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 1 기재 내용 중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았
을 때, 청구범위의 관점에서 피고 시료 1이 청구항 1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피고 시료 1의 실험 결과가 대상 특허발명의 효
과 달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예컨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A+B+C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제품의 구성이
A+B+C+D로 되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위 실시제품은 위 청구범위에 포함된다. 그런
데, 실시제품은 실제로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반면, 거기에서 구성요소
D를 뺀 A+B+C의 구성만으로는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검증이 된 바가 없고, 나아가
구성요소 D가 효과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실시제품이 효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이 효과를 달성하는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인가?
원심이 실시한 검증에서, 피고 시료 1은 효과 달성에 성공했지만 피고 시료 2는 효
과 달성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피고 시료 2는 피고 시료 1에서 단지 상부면 평판 도
전체를 제거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고, 그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체는 플라스틱판
으로 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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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시료 1>

여기서 플라스틱판이 바로 위 예시에서의 구성요소 D에 해당한다. 플라스틱판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상부면 도전체가 흡수한 누설전류가 다시 물을 통해 상부 방향
으로 방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상부
면 도전체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판이 제거된 상태에서 피고 시료 1에 대해 검증을
한다면, 그 때에도 효과 달성에 성공했을 것이라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대상 특허발명의 명세서 그 어디에도 누전방지 도전체를 플라스틱판 같은 절연체로
덮는 것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
따라서 피고 시료 1을 대상 특허발명의 효과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입증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부면 도전체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판을 제
거한 상태에서 실험했을 때에도 여전히 효과가 달성된다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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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범위에 대한 판단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 1 기재 중 누전방지 도전체에 관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상기 상전압단자(R)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기 제2연결단자(J2)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상기 중성점단자(N)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기 제1연결단자(J1)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상기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상기 연결단자대
의 측방 및 상방 각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상기 제2연결단자
(J2)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

즉, 대상 특허발명 중 청구항 1항에는 ➀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만 포위
하는 형태로 제2연결단자(J2)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한 누전방지장
치와, ➁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만 포위하는 형태로 제2연결단자(J2)의 주
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한 누전방지장치와, ➂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
어도 일부와 상방의 적어도 일부를 포위하는 형태로 제2연결단자(J2)의 주변에 배치
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한 누전방지장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➀과 ➁의 누전방지장치의 경우, 발명자가 종래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본 결
과 효과가 없었다면서 직접 여러 실험을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실시례로 제시
한 것임에도, 원심에서의 검증에서 효과가 달성됨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만약 청구항 1을 위 ➀ ~ ➂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하도록 3개의 청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면, 적어도 ➀과 ➁에 대응하는 청구항 발명에 대해서는 그 목적하는 효
과가 달성되거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은 오직 ➂에 해당하는 피고 시료 1이 검증에서 효과 달성에 성
공하였다는 이유로, 효과 달성에 실패한 발명까지 포함하도록 작성된 청구범위의 발
명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발명의
완성은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상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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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발명 중 효과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발명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완성된 발
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대상 판결에서 판시한 변경된 법리는 대상 특허발명처럼 실제로 효과가 없음이 입
증된 발명이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설사 변경된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상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입증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대상 판결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대상 판
결의 타당성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대상 판결이 변경된 법리를 통해 제시한 발명의 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간
단하게 설명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명세서 기재
내용을 참작해서 발명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범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서면주의에 입각한 출원 심사 실무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매우 적합한 판단 기준으로 보인다.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 발명에 대해 심사할 때는

106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효과 달성에 실패한 실시례를 포함하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미생물 발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165)를 제외하고는 서면주의에 입각하여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실적으로도 출원 발명이 실제로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해가면서 심사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기술적 과제(목적)의 설정,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채용 및 기
술적 수단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의 확인이라고 하는 단계
를 거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최종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발명의 미완성’이라
할 것이다.166) 여기에 효과 달성의 가능성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상
실제 효과 달성 여부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발명의
일부 실시례가 발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도 해당 발명이 완
성된 발명이라는 결론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 실무에서의 효율성과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발명의 완성’ 본연
의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심사
단계에서는 대상 판결의 변경된 법리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완성된 발명으로 추정
하되, 특허 등록 후 언제라도 해당 특허발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
정을 복멸하고 미완성 발명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는 통상
적으로 발명자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실시제품 또는 실시방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명을 실시례대로 구현하였을 때 목적하는 효과 달성에 실패하였
다면, 그것은 발명이 완성되었다는 추정을 복멸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상 특허발명처럼 여러 개별 발명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
였으나, 그 중에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발명의 완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
명 전체에 대하여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완성된 발명

165) 특허법 시행령 제2조
166) 중산신홍, 상택영효, 대연철야 편,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특허판례백선(제3판), 박영사, 2005,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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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까지 모두 무효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청구범위 중 미완성 발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삭제하는 정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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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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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7. 선고 2017후523 판결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완성여부를 판단할 시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완성된 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2017후
523)에서는 완성된 발명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하면서 효과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예상가능한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과 판단기준을 달리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완성 발명과 관련된 법리와 학설을 살펴보고,
요약

일본, 미국, 유럽의 미완성 발명 및 실시가능요건과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
하여, 완성된 발명의 개념을 제시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를 8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특허법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완성된 발명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한 점에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특수한
의약 용도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분야별로 적용해보고 추가 검토
사항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완성된 발명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점에 중요성이 있으며,
판례에서 제시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필요성

의미 분석이 필요하고,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실무
기준이 필요하며, 발명의 완성여부와 법리가 일부 공통되는 기재불비의 실시
가능 요건과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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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및 국제적 법리와 판례를 비교분석 하였고, 특히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8개의 사례로
독창성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이 특수하게 요구되는 의약 용도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의 기준이 관련 업계에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대상판결의 분석을 통해 향후 완성된 발명의 구체적인

파급효과

판단기준(사례별 기준, 분야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변리업계
에서 발명의 완성여부를 판단할 시 본고를 참조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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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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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머리말
대법원은 2019년도 완성된 발명에 관하여 새로운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
후523). 본고에서는 기존 대법원에서 선고한 완성된 발명의 판례 중 학술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간추려 간략히 소개하면서 새롭게 판결한 완성된 발명과 비
교하고 그 차이점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2019년도 대법원 판례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를 기존과 다소 다르게 제시함으로
써 앞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게시된 발명을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목차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롭게 제시된 완성된 발명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서 론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창작되어져야 하며 고도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거절결정167)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극복한다면 출원인의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167) 특허법 제62조 (특허거절결정 <개정 2001.2.3.>)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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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의 요건으로는 발명이 특허법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원인의 발명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인지를 판단하고 그 발명이 거절이유
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으나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의 요건은 아닌바,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조 제1호로 발
명과 발명이 아님을 판단하고 발명이 아닐 경우 제2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거절결
정을 하고 있다.
한편 심사지침서에서는 미완성 발명의 경우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인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168)과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불가능한 발명인지, 혹은 발명이
아닌지에 대한 법리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결국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법상의 발명은 발명이 완성되어야 하고 완성
된 발명이란 기존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통해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169)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완성된 발명에 대한 일반론이 제시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등으로, 이 판례들은 완성된
발명의 정의와 함께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 즉, 미완성 발명을 논하고 있다.

168)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에서도 불성립 발명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로 된 사안에서, 특허법 제29
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거절된다고 판시
한 사례가 양립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6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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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명의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기재불비를 다루는 특허법 제42
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의 규정과 일
부 중첩되어 완성된 발명과 실시가능요건의 구분에 대한 다수 간의 논란이 있어왔는
데 특허부여의 요건으로서 발명의 완성여부와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구별되
어야 함이 분명하다.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거절되나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
여 거절되어 그 적용 법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것임에 비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출원인의 대응에
있어서도 상이하고, 완성되지 않은 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되느냐 혹은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되느냐
에 따른 법률적 효과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중반에서 다루도
록 한다.
다시 돌아와서 본고는 이 사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새롭게 제시한 “완성된 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
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
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완성된 발명의 개념과 법조항, 기재불비 규정과의 대비 및 관련
학설을 분석하였고 일본, 미국, 유럽 주요국의 완성된 발명에 대한 규정 및 판례를
대비하여 국제적 흐름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완성된 발명이냐 아니냐의 거절이유인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결을
분류하고, 그 중 대법원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사건의 유형 및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완성된 발명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기조 및 흐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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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
용하여 보고,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2.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위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특허발명(등록특허 제10-1197414호,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이 ①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 ② 명세서의 기술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의 불가가 명백한 경우, ③ 명세서의 해결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미완성 발명이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무효심판과 관련된 사건이다.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판결
(가) 특허심판원 판결(2014당307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
재되어 있고, ② 발명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지 않으며, ③ 해결과
제·해결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만
한 근거가 없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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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어떠한 법칙 또는 공식에 따라 연결단자와 누전
방지 도전체 사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접지된 도체(신체)로 얼마만큼의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누전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개
시되어 있지 않아서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에
해당하며(이하 ‘주장 1’),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거리에 접지된 인체가 침수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접지된 인체로 전류가 흐르지 않
을 수 없으므로 결국 누설전류가 발생하고 감전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이하 ‘주장 2’),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와 동일한 장치를 구현하여 접지된 물체를 침수시킨 결과 누설
전류가 흐르고 그로 인해 쇼트가 발생하여 차단기가 내려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해결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이하 ‘주장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
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주장 1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연결단자대(300)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400)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누전 및 감전 방지 효과가 어떤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주장 1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장 2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누전방지 도전체의 바닥도체부와 측
면도체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제2연결단자로부터 15m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
부도체부와 연결단자대 상면 간의 간격이 300mm까지는 누전방지 도전체와 제2연결단
자 사이의 영역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다른 영역으로 새나가는 누설전류를 미미하여 그
다른 영역에서의 감전은 느낄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누설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례를 제시하고 있고, 누설전류가 완전히 0이 되지는 않더라도 종래
기술에 비하여 개선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 2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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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에는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
결단자대의 제1연결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누전방지 도
전체가 중성점에 연결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요
소의 하나인 단자극성 고정부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험성적서의 시험
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누전방지장치에 대해 얻어진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주장 3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심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목적 달성의 가능성에 대해 특허명세서에 제시된 기술적 효과를 기준
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심사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효과의 실질적 입증과 무관
하게 명세서의 기재요건 중 하나로 기술적 효과를 실시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는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선고 2016허6753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특허법원 판결(2016허6753)
특허법원은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
성되어 있는 발명170)의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1) 특허법원의 판단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연결단자대에 특정 형상의 도전체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가 결
합된 형태의 누전방지장치로서, 피고의 전류계 프로브를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
는 약 1mA이었고, 원고가 제시한 접지동판을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7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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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mA이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설전류가 어떠한 경우에도 15mA 이하이었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
하였다. 이는 발명의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
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
판으로 덮는 구조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
시례171)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의 형상 및 이 사건 제1 내지 16항 발명의 각 누전방지장
치의 형상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의한 실험 결과 누설전류가 15mA 이하이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
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느 실시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검증 시료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1과 유사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시례의 누전방지 도전체 형상 및 그
규격자체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4개의 실시례에 따라 실시했을 때 최소한
어느 실시례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검증 시료 1, 2에 의한 검증 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

171) [실시례 1]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일 측면과 대면하는 형태, [실시례 2] 누전방지 도전체가
양 측면도체부의 상단에서 몸체부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태, [실시례 3] 연결단자(J1, J2)가 연결
단자대의 몸체부의 홈이 없는 평편한 상면에 배치되는 형태, [실시례 4]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
자대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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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례 1, 2 및 4에 따라 제작한 원고의 검증 시료들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우에 누
전차단기가 동작하고 접지동판을 통해 누설되는 전류가 30mA 이상이었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고, 단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례와 다른 검증 시료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가
능성이 명백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특허법원은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 어느 하나 정도는 그 발명이 목적하
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해야만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어떠한 실시례도 그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특허법 제29조 1항 본문으로 그 출원발명을 미완성 발명”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하
였다.

(다) 대법원 판결(2017후523)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누설전류의 수
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와 도면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히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누전방지 도전체는... 그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제2연결단자 주변에 더 넓은 면적의 누전방지 도전체가 배치될수록 누설전류의 방지효
과는 더 커진다. 바닥도체부, 측면도체부 그리고 상부도체부가 제2연결단자를 포위하
면서 연결단자를 일주하는 폐고리구조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된 부분으로부터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고,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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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검증 시료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에 해
당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
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
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된 검
증 시료들의 검증 결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
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이 미완성 발명에 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완성된 발
명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일부 수정하였다.
즉, 기술적 효과의 달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제시한 대법원의 완성된 발명을 기존 판결과 비교하고, 또한 변화된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판결의 의의 및 향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 사건 판결의 분석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첫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발명으로서 인정한다
는 점이 기존 “기술적 효과가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기존 우리나라의 법리 및
해외 판례를 이 사건과 대비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 변화에 대한 취지를 분석해본다.
또한 달라진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될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며,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례분석 및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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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29조 제1항 본문으로 거절되는 미완성 발명과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로 거절되는 기재불비 실시가능요건의 판단기준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 두 법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 및 미완성의 판단은(발명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명세서 기재불
비의 판단과 별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학계에서는 두 법조항의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완성된 발명과 기재불비 중 실시가능요건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두 법조항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미완성 발명과 관련한 법리 및 학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3.

가.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및 학설

미완성 발명

앞서 서론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
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특
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72)
여기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발명의 요건을 살펴보는바
특허청 심사기준은 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

172) 제29조 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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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기준에서 밝힌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① 자연법칙 자체, ② 단
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③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④ 자연법칙을 이용하
지 아니한 것, ⑤기능, ⑥ 단순한 정보의 제시, ⑦ 미적 창조물, ⑧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⑨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⑩
미완성 발명을 그 유형으로 두고 있다.173)

그림 1.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

한편, 하급심인 특허법원은 2000허7038 판결에서 미완성 발명은 제시된 과제해결
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①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한 경우에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해결과제·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
우, ④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로서, 위의 ① 내지 ⑤에 해당하면 미완성 발명으로 본다고 판시하며 미완성 발명의
유형을 구체화하였다.174)

173) 특허청, 특실·실용신안 심사기준, 2019, p.3102-3107.
174) 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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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발명의 완성 또는 미완성에 대한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기재불비에
관한 법조항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175)이 있는데, 이는 아래
에서 설명한다.

나.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

(1) 발명의 완성과 기재불비의 구분
우리나라 특허청 실무에서는 발명의 완성․미완성여부를 대개 명세서에 기재된 내
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므로 발명의 미완성여부와 명세서 기재불비를 구별하기는 사실
상 어려웠다. 그 이유는 출원대상에 관한 발명이 완성되었지만 그 내용을 명세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흠이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지 못한 결
과 명세서 역시 불완전한 것인지는 심사 단계에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176)
더욱이 특허청 심사지침에도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이 당업자가 그 발명을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발명이 미
완성발명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우선하
여 명세서 기재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77)
특히 화학 분야의 발명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이 없는 경우
가 많고 명세서 기재를 보아도 출원발명의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
은데, 이러한 경우 발명의 미완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일단은 명세서 기
재불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명세서의 보정에 의해 출원발명이 이해될 수 있는
경우는 보정이 허용된다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만, 보정에 의해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본질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발명은 발명으로서 완성되지 않

175)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176) 박준석,“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p.778.
177)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발명(미완성 발명), 특허청, “특실·실용신안 심사기준”, 2019, p.310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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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을 기재불비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178)
이러한 심사실무는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가 서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완성 발명의 판결흐름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와 유사
한 실시가능요건의 주요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주요 판례
(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179)
94후944 판결에서는 특허출원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명료한 총괄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례 등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
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명
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인정·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흠결을 가진 명세서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전체로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명세서
기재 흠결을 판단하는 법조항(현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의 적용 요건
을 완화시켰다.

178)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化學·藥品·生命工學關聯 分野의 主要 爭點을 中心으로
-”, 정책용역·연구보고서, 특허청 간행물, 2004.
179)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
하거나 불명료한 총괄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
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례 등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
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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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180)
2010후2582 판결에서는“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면서, 수치한정 발명에도 실시례와 수치한정의 이유
및 효과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며, 기술 분야별 기재불비 법조항의
적용요건에 대한 유연함을 밝혔다.

(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181)
2014후2061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면서, 효과가 증명되어 있
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용이하게 판단
하기 어려운 “기술적 효과” 요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으로 크게 완화시키면서 적용
요건을 확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180)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특허법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성요
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의 경우, 그러한 수치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
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
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치한정
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181)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
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
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
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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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94후944 판결, 2010후2582 판결 및 2014후2061 판결은 모두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가능 요건의 판결 흐름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IP5에 속하는 주요
국들(일본, 미국, 유럽)이 발명의 완성 여부 또는 실시가능요건에 대하여 어떻게 판
단하고 있는지 각국 미완성 발명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검토한다.

4.

주요국 미완성 발명의 법리 및 판례 분석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 발명의 “완
성”여부를 다루는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각국별 특징을 도출하여 국제적 경
향을 분석한다.

가.

일본

(1) 법 규정
◎ 第二条
この法律で｢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
いう。
◎ 第二十九条（特許の要件）

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次に掲げる発明を除
き、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 第三十六条（特許出願)

4 前項第三号の発明の詳細な説明の記載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もの
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
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その実施を
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に明確かつ十分に記載した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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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법조항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발명의 개념은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
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을 규정하여 미완성 발명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
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할 것”이 있다.182)
일본 특허법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완성 발명과 실시가능요건의 기재불비
규정을 명백히 법조항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나,183) 최근 일본 특허청 실무에서는
미완성발명과 기재불비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기재불비를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184)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 규정은 미완성
발명을 제외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에는 여
전히 적용되지만, 목적 달성의 수단이 결여되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것 등의 미완성
발명의 영역은 제2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제36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특허청은 보정에 의해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이 아닌 기재불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의 이러한 심사 경향은 발명의 완성 요건을 더욱 확장하여 해석함으로
써 미완성발명의 판단기준을 상당히 낮추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보정의 기회가 없
는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기재불비로 거절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185)

(2) 관련 판례
일본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례(2017후523)처럼 효과의 달성을 예측가능할 정도로
확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완성 발명을 실무에서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
182) 한국법령정보원, “일본 특허법 번역본(제2장)”,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183)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미완성발명)과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가능요건)가 구분됨.
184)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일본편)”, 2015.
185)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일본편)”, 2015, 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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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발명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특허법의 제29조 제1
항 본문의 미완성발명 관련 법조항 및 제36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 관련 법조항
과 관련된 3가지의 일본 판례가 있다.186)
첫 번째는 동경고재 소52.1.27.자 판결로 “실시례 등에 의해서 화학반응의 증명, 작
용효과의 확인이 없으면 발명 미완성 또는 개시불충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둘 중 어느 경우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라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미완성발명과 기재불비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도 된다
는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는 동경고재 평5.6.6.자 판결로 “기술 내용이 그 정도로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서 미완성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발명이 그 정도로
까지 구성되어 있다면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인지 여부는 관계없이 미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작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만을 이유
로서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를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세 번째는 동경고재 평9.11.11.자 판결로 “발명의 완성, 미완성의 판단과 당해 발명
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명세서 기재불비의 판단은 별개의 관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판단이 일체의 것으로서 고려되어 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의 판단은 상호 분리된 것이며 이에 대한 판
단 또한 달리해야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일본의 세 가지 판례는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밝
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두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수의 논란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논란이 일본 특허청이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본문이
아닌 제36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를 적용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86) 이재웅, “發明의 完成槪念에 대하여 -化學·藥品·生命工學關聯 分野의 主要 爭點을 中心으로-”, 정
책용역·연구보고서, 특허청 간행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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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1) 법 규정
◎ 35 U.S.C §101
(a)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b) Eligibility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termined only while considering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without discounting or disregarding any claim
limitation.
◎ 35 U.S.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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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arrying out his invention.
◎ 2164.06(a) Examples of Enablement Issues-Missing Information [R-08.2017]
It is common that doubt arises about enablement because information is missing about one
or more essential claim elements or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s which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not develop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In such a case, the examiner should
specifically identify what information is missing and why the missing information is needed
to provide enablement.

미국은 35 U.S.C의 제101조에서 특허가능한 발명의 대상으로 process, machine,
manufactures, composition of matters 및 이들의 개량으로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112
조 제1단에는 (ⅰ)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requirement)과, (ⅱ) 발명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그리고 (ⅲ) 보호받으려고 하는 발명의 최적의 실시례를 기
재해야 한다는 베스트모드요건(Best mode requirement)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특허청
의 MPEP 2164.06(a)187)의 심사기준에도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187)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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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건 중에서 발명기재요건은 출원시점에 발명가가 출원발명을 실제로 소
유하고 있는지, 출원시점에 발명가에 의해 발명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이 판례에서 판시되었다.188) 즉, 미국의 35 U.S.C 제112조 실시가능요건은 우리
특허법의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 규정과 같고, 미국의 동법 발명기재요
건은 우리 특허법의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과 같다.189) 미국 특허법은 미완성 발
명의 여부를 다루는 별도의 법조항이 없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의 특허 규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2011년 개정특허법(AIA)에서 베스
트모드 요건을 무효사유에서 제외한 변화이다. 개정특허법(AIA)은 35 U.S.C 제112조
의 베스트모드 요건을 여전히 특허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무효사유에서는 제외하였
다.190) 그 사유로 소송에서 베스트모드 요건은 주관적인 유효성 평가가 상당한 분야
이기에 광범위한 discovery 과정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고에서는 베스트모드 요건의 변화를 발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베스트
모드 요건은 미국 특허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건 중 하나이다. AIA 개정 전의
베스트모드 요건은 발명자가 최적의 실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명세서에 기
재하지 않은 것은 은닉으로 보고 무효사유로 판단하였다.
사실 발명자의 은닉은 심사 중에 심사관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침해나 권리
범위 확인소송에서 밝혀지는데, 개정 A.I.A에서는 베스트모드를 무효사유에서 삭제하
였으므로, 사실상 베스트모드 요건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발명의 은닉여부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완화
함으로써 발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188) Ariad Pharmaceuticals, Inc. v. Eli lilly & Co. 598 F. 3d 1136 판결.
189) 권태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18집, 제3호, 2011.
190) USPTO, “America Invents Act (A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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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CAFC의 2010년 Ariad v. Eli Lilly 전원합의체 판결191)이 있다. 이 특허는 방법특허
자체가 자연법칙의 발견에 가까워 특허대상성에 문제될 수 있으며, 상세한 설명에
공개한 구체적 기술이 NF-kB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정적 분자에 대한
기재에 불과하고, 그 가정적 분자 중 첫 번째는 특정된 예를 자연상태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실험이 요구되고 다른 하나는 그 구체적 분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
으며, 마지막 분자의 경우 그 구조에 관한 샘플이 제시되었지만 위 분자구조와 그
활동이 NF-kB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불과해 실제적으로 출원한 특허발명
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발명에 대한 설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
시했다.192)
즉 Ariad v. Eli Lilly 판결은 발명기재요건이 발명가가 발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완
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판례에서 밝힌 것이다. 미국 특허법은 미완성 발명
에 대한 법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미완성 발명여부를 제 112조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서 판단하는 점이 일본의 심사실무가 발명의 미완성을 기재불비 규정으로 판
단하는 경향과 일치함을 보인다.

191)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지만 평소에는 억제인자와 결합되어 활성화되지 않는 단백질로서 외부
에서 스트레스나 AIDS,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자극이 가해지면 억제인자에서 풀려나 다른 세포로
하여금 그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체계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작동하는 DNA 핵산인자
인 NF-kB를 최초로 분리해 NF-kB가 억제인자에서 풀려나 외적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을 발견해 낸
특허권자들이 위 NF-kB 자체가 아닌 NF-kB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방법특허를 출원했고
제약사인 Lilly의 제품이 위 방법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관계를 배경으로 한다(CAFC의 2010년 Ariad
v. Eli Lilly 전원합의체 판결).
192) 설민수,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인권과정
의, Vol.436, 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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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1) 법 규정
◎ EPC Article 52
(1) European patent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b) aesthetic creation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 EPC Article 83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it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유럽 특허조약(EPC)에는 발명의 정의에 관한 요건이 없으나, EPC Article 52조에서
발명이 아닌 항목을 기재하고 있다. 발명이 아닌 것으로는 (a)발견, 과학적 이론, 수
학적 방법, (b)미적 창작물, (c) 지적 활동,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한 규칙, 방법, 컴퓨
터 프로그램, (d)정보의 나열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에 미완성 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193) 한편,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EPC Article 83조를 살펴보면, “유
럽특허출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은 발명의 실시가능성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83조의 기재
불비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시 83조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세서에
193) EPO, “EPC(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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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여야 하고, 흠결의 보정이 출원 발명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목적인 경
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므로 해당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즉, 발명의 개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보정을 인정하
지만 흠결의 보정이 발명의 본질에 해당하여 미완성 발명으로 간주되면 보정이 인정
되지 않아 83조의 기재불비를 적용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유럽특허청은 ｢EPC｣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ⅰ) 먼저 특허명세서의
개시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개시의 불충분이라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불비로 판단하여 보정의 기회를 주고, 만약 보정이 이루어지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며, (ⅱ) 그 다음으로 특허명세서의 기재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발명의
실시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비발명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도 흠결이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지 않다.194)

(2) 관련 판례
유럽특허조약(EPC)의 개시의 충분성을 심사함에 있어, 심판부는 첫째 특허 명세서
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가지 방법을 기재해
야 하고, 둘째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전체 범위에 대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판단한다.195) 유럽의 T 292/85(OJ 1989, 275) 판례를 살펴보면, 심판부는
적어도 하나의 방법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충분히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이 된 발명은 기능이
있는 이종기원 폴리펩티드를 회수 가능한 형태로 박테리아에서 발현하기 위한, 동종
기원 레귤론, 이종기원 DNA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결코돈을 포함하는 재조합
플라스미드에 관한 것이다.

194) 권태복, “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18집, 제3호, 2011.
195) EPO 판례 T 792/00, T 811/01, T 1241/03, T 3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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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넓은 기능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모든 발명의 실시형
태들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부에 의해 거절되었으나, 심판부는 같은 효
과를 가질 것으로 알려진 적절히 변형된 실시형태가 있는 한 일부 특정 변형된 실시
형태가 이용 불가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T 292/85에서 수립된
원칙은 T 984/00196) 및 T 309/06197)에도 적용되었다.198)
즉 유럽의 판례는 이 사건 대법원판례(2017후523)의 판단기준과 유사함을 보인다.
이 사건 판례에서도 실시례의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
당하여 완성된 발명으로 판결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유럽 판례에서도 일부 특정
변형된 실시형태가 이용 불가하더라도 개시요건 위배가 아님을 판시하였으며, 이는
발명의 개시요건에 대한 판단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미국의 흐름과도 유사함
을 보인다.

라.

국가별 판단기준 비교
표 1. 국가별 판단기준 표
한국

발명의정의
미완성발명
규정
실시가능요건
규정

완성된
발명에 대한
최근 변화

일본

제2조 제1호

제2조

제29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3항 제1호

제36조 제4항

완성된 발명의 판단
기준 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정도까지 → 효과
의 달성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을 정도)

미완성 발명의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29조 제1항 본문
의 규정이 아닌 제36
조 제4항 제1호의 실
시가능요건의 기재
불비로 거절함

미국

유럽

Section 101

Article 52

Section 112

Article 83

개정AIA에서 베스
트모드를 무효사유
에서 삭제함으로써
발명 기재요건을 일
부 완화함

T 292/85(OJ 1989,
275) 판례에서 일부
실시형태가 이용 불
가하더라도 개시 요
건의 위배 아니라고
판단

196) 출원발명은 타겟 식물에서 야생형 Ti-plasmids의 T-영역에 있는 유전자의 유해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상기 유전자 없이 아그로 박테리움의 T-영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됨.
197) 청구인이 유용한 특성들로 특정되는 신규한 효소들을 개시하였는바, 심판부는 청구인이 유래와 관
계없이 그 효소들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함.
198) 특허청, “바이오 분야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EPO 심결사례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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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일본, 미국, 유럽의 미완성 발명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비해 보면 일본
특허법은 제2조에서 발명을 정의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의 문구에서 미완성발명을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제36조 제4항의 실시가능요
건으로 기재불비 규정을 정의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 규정과 대체로 유사하다.
미국은 Section 101조에서 발명을 정의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112조의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의 발명기재요건에서 미완성발명의 거절이유를 다루고 있으며, 112
조의 Enablement requirement의 실시가능요건에서 기재불비의 거절이유를 다루고 있다.
유럽은 Article 52에서 발명을 정의하고 있고, Article 83의 “유럽특허출원은 그 발명
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
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개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미완성 발명 및 실시가능요
건의 기재불비에 대한 거절이유를 다루고 있다.
한편 각국의 적용 형태를 살펴보면, 일본 특허청의 실무에서는 미완성발명의 거절
사유가 있을 시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보다는 제3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고 있어 특허청 심사관의 미완성 발명 판단에 대한 모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또한 개정 A.I.A에서 best mode 요건을 무효사유에서 제외시키도록
변경함으로써 최적 실시례의 입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유럽은 판례에서 일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알려진 적절히 변형된 실시
형태가 있는 한 일부 특정 변형된 실시형태가 이용 불가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을 완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실무 및 판례 태도는 발명의 완성 여부를 실무상에서 판단하기 어
려운 현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방증하는 것이며, 실무 원칙,
법 개정, 판례 변화 등을 통하여 발명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대표적인 판
례를 뽑아 현재의 완성된 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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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심·판결 분석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결은 총 364개이고 미완성 발명과 관련된
판례는 총 358개, 그리고 완성된 발명과 관련된 심·판결은 593개가 검색되었으며(기
준: 심·판결일자: ~2018.12월31일), 이중 대법원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미완성 발명 심·판결 분석

대법원 판례의 심·판결일자를 기준(~2018.12.31.) “미완성”의 키워드로 검색된 대법
원 판례는 37개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미완성 발명을 제
외한 발명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사건 판례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미완성 발명”의 문구가 판례에 직접 기재되어 판시된 것을 분류한 결과 대법원 판
례기준 34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① 반
복 실시 효과 미달성(10건), ② 선행기술이 미완성발명(10건), ③ 약리데이터의 추후
보정(9건), ④ 미생물 미기탁(2건), ⑤ 정정 전이 미완성발명(2건)인 경우로 분류된다.

그림 1. 미완성발명의 검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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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반복 실시 효과 미달성 관련 판례는 총 10건이 분류되었으며, 이 유형은
이 사건 판례와 유사한 미완성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
도록 하겠다. ② 선행기술이 미완성발명인 경우는 10건이 분류되었는데,199) 선행기술
이 미완성 발명이므로 선원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판례와는 관련이 적다. ③ 약리데이터의 추후보정과 관련된 유형은 9건이
분류되었으며200), 이 판례에서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
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의 의약 용도발명에서의 완성 발명의 판
단 요건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만 판례의 쟁점이 약리효과의 시험예 또
는 약리데이터의 추구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는지를 다루고 있어 이 사건
판례와의 관련성이 적다. 또한 ④ 미생물의 기탁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미완성 발명
으로 판시된 판례 2건201)과 ⑤ 정정 전의 발명이 미완성인 것의 쟁점의 판례 2건202)
이 분류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례와 유사한 유형의 ① 반복 실시 효과 미달성 관련 10건
은 아래와 같다(이 중 주요 판례에 대하여 아래에서 분석한다).

199) 선행기술이 미완성발명이라는 주장으로 검색된 판례(10건)는 2012후146, 2009후1972, 2006후1957,
2000후2248, 1998후270, 1998후263, 1997후1047, 1996후1514, 1991후1656이 해당됨.
200)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정도 및 최초 명세서에 약리효
과의 시험예의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하는 것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함에 관한 판례(9건)는
2001후65, 2000후3142, 2000후3005, 2000후2996, 2000후2965, 2000후2958, 1996후658이 해당됨.
201)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2건)는 2003후2003, 2000
후327이 해당됨.
202) 정정된 발명으로, 정정 전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례(2건)는 2005후223, 2005후
216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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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키워드 미완성 발명으로 검색된 발명 중 반복효과 미달성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제 목

1

2012후3336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2

2012후3329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3

2012후3312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4

1985후67

비상조명장치

5

1984후125

디지털신호의 스위칭 개선

6

2013후1825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기반한 한글 입력장치 및 방법

7

2007후4502

차양망의 필림사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

8

2006후237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

9

1996후2395

탄성처리된 측면있는 포킷이 있는 일회용기저귀

10

1996후559

우황청심원액 및 그 제조방법

나.

완성된 발명 심·판결 분석

또한, 대법원 판례의 심·판결일자를 기준으로(~2018.12.31.) “완성된 발명”을 키워
드로 검색한 대법원 판례는 21개로 단순히 완성된 발명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기만
할 뿐 본고와 관계없는 발명을 제외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3. 키워드 완성된 발명으로 검색된 발명중 본고와 관련있는 판례
사건번호

제 목

1

2012후3336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2

2012후3329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3

2012후3312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4

2006후2196

콤팩트 한글 키보드

5

2006후237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

6

1993후1810

칼라부라운간 프레임스크랍의 재생활용방법

7

1992후1806

내감마선성 카보네이트 중합체 조성물

8

1991후1656

에리트로포이에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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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기재된 판례는 완성된 발명을 정의하거나 완성된 발명의 판례를 인용한 판
례이며, 결국 대법원은 완성된 발명의 정의를 통해 발명의 완성 요건을 성립하고 이
를 기준으로 발명(완성된 발명)과 발명이 아닌 것(미완성 발명)을 명확히 하였다.
아래에서는 앞서 분류한 미완성 발명 및 완성된 발명의 심·판결문 중에서 “완성된
발명”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다.

다.

기존 완성된 발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91후1656 판결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란 … 기재정도는 당해 기술분
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을 말한다”라고 판
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완성된 발명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이다.

(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92후1806판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
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
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
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
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
시하였으며, 91후1656에서 제시한 완성된 발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했으
며, 92후1806 판결은 이후 많은 판례에서 인용되며 미완성 발명 여부를 가리는 중요
판례로 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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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93후1810 판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
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
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고 92후1806 판결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완성된 발명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면 미완성 발명이라고 판결하였다.

(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기존의 발명의 정의를 통해 판결한 최근의 판례를 찾아보면 2012후3312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92후1806 판결을 다시 인용하였
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즉 “당첨확률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당첨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거나 당첨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온라인 추첨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인다”라는 효과를
달성을 제시하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한다는 판례가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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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이 사건 판례의 분석 및 분야별 적용

기존 완성된 발명과 현재 완성된 발명의 판례 비교

91후1656에서 처음 제시된 완성된 발명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92후1806, 93후1810
및 2012후3312 판결은 모두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
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7후523)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되었던 완성
된 발명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변화는“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기준을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변경한
부분이다.

그림 2. 종래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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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존의 완성된 발명과 새롭게 정의된 완성된 발명
92후1806 판결
반복실시

2017후523 판결

비고

반복실시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
구체성, 객관성

동일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구체성, 객관성

차이
동일

종래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비교해보면, 92후1806 판결에서의 완성된 발명의 요건은
① 반복 실시, ②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 ③ 구체성, 객관성이며, 이 사건
판결의 2017후523 판결에서의 완성된 발명의 요건은 ① 반복 실시,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③ 구체성, 객관성으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
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변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에 대한 심층
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사례별 고찰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을 일부 변형하여
재정립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에서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실시례에 따라 제작된 검증 시료들의 검증 결과가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
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미완성 발
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대법원은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
으로는 미완성발명으로 볼 수 없고, 완성된 발명은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완성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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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
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실시례가 아닌 청구항을 기준으로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며,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미완성 발명)”와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완성된 발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케이스별로 검토한다.
먼저 Case 1-1 내지 Case 1-4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실시례로 기재된 경우이다.

203)

그림 3. Case 1에 대한 4가지 유형 분석
203)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Case 1-1 내지 1-4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실시
례로 기재된 경우는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구체적 실시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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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204)은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
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효과의 달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종래의 판단 기준205)을
적용하여도 완성된 발명이다.
Case 1-2206)는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
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
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는 실시례의 효과가 검증되
므로, 실시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시료의 효과가 달성가능성이 예
상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ase 1-2는 완성된 발명이다.
Case 1-3207)은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
지 않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
가 검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조건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바처럼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의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
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ase 1-3은 완성된 발명이다.

204) Case 1-1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A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된 경우에서 Case 1-1은 A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B 또는 C에 대한 효과 또한 검증된 경
우를 말한다.
20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에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리를 적용하면 Case 1-1은 청구항에 있는 구성이 모두 입증된 경우이므로 완성된 발명임.
206) Case 1-2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A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된 경우에서 Case 1-2은 A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B 또는 C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07) Case 1-3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A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된 경우에서 Case 1-3은 A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B 또는 C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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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208)는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
지 않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
과도 검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시례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술적 효과
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ase 1-4는
미완성 발명이다.
다음으로 Case 2-1 내지 Case 2-4는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 실시례로 기재
된 경우이다.

209)

그림 4. Case 2에 대한 4가지 유형 분석
208) Case 1-4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A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된 경우에서 Case 1-4는 A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B 또는 C에 대한 효과 또한 검증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09)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Case 2-1 내지 2-4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이 실시례로 기재된 경우는 D의 구체적 실시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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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1210)은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되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
과가 검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효과의 달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종래의 판단 기
준211)을 적용하여도 완성된 발명이다.
Case 2-2212)는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시례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발명의 완성
여부는 청구항을 기준에 두고 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의 구성으로 제작된 시료의 효
과가 달성되지 않았기에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Case 2-2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Case 2-3213)은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되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
과가 검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바처럼 실시례대
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의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없고,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ase 2-3은 완성된 발명이다.
210) Case 2-1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D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Case 2-1은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D의 효과 또한 검증된 경우이다.
21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에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 법리를 적용하면 Case 2-1은 청구항 및 실시례에 있는 구성이 모두 입증된 경우이
므로 완성된 발명임.
212) Case 2-2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D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Case 2-2는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D의 효과가 검증된 경우이다.
213) Case 2-3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D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Case 2-3은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D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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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4214)는 실시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것으로 제작된 시료
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청구항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실시례대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청구항 및 실시례에 기재된 모든 구성으
로 제작된 시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
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ase 2-4는 미완성 발명이다.

다.

이 사건 판례에 대한 의의

이 사건 판례의 판단기준 변화에 대한 취지로 특허법 제도의 목적 측면을 살펴보
았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 이용을
도모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을 위하여 발명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허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미완성 발명일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발명이 미
완성 발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으며, 자칫 발명의 완성 요건을 너
무 엄격히 적용하면 발명은 공개되지만 해당 특허는 선원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
어서 발명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명의 완성을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함으
로써 완성된 발명의 개념을 기존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에 따
라 혹시라도 발명자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 등이 포함된 상태로 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 추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무효가 되는 가혹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
는 효과가 예상된다.

214) Case 2-4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청구항에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A, B, C 또는 D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D에 대한 실시례
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Case 2-4는 A, B 또는 C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D의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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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인공지
능을 통한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이나 고도해진 계산 능력을 가진 장치 등을 통해 효
과의 달성 가능성을 수치나 데이터 등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발명을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함으로써 특허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한다 하겠다.
한편, 완성된 발명과 함께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기재불비 실시가능요
건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
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
다”215)는 판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례는 물건의 발명에 한하여 제시한 판례로서, 실시가능요건의 규정은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
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실시가능요건과 비슷한
기준을 보이는 완성된 발명 또한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이 필요한 분야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분야별 적용

지금까지 이 사건 대법원 2017후523 판결은 완성된 발명의 세 가지 요건(① 반복
실시,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③ 구체성, 객관성)을

215) 대법원 2014후2061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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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요건에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
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
정되는 것은 아님”을 기재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가 적용된 전자전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명의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이 특수한 “의약 용도발명”과“파라
미터 발명”에 이 사건 대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의약 용도발명
본고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의약 용도발명에 적용해보았다. 의
약 용도발명은 새로운 물질 또는 이미 알려진 물질의 최초의 의약적 용도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1 의약용도발명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
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 의약용도발명으로 나뉜다.216) 의약 용도발명은 인체
를 치료하는 의약의 치료 효과에 관한 것이며, 효과의 예측이 어려운 화학분야에 속
하므로 명세서에 의약의 용도 및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약리효
과는 임상시험,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 시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217).
의약 용도발명의 완성과 관련한 대법원 2001후65 판례를 살펴보면, “의약의 용도발
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
216) 유정민,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요건”, 제약산업정보포탈, 2015.
217)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약리효과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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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
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화학발명
은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분야임을 적시하였다.218)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화학발명 및 의약 용도발명의 특
수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례에서 완성된 발명의 판단기준으로 제
시한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의약 용도발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아래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에 적용해보
고자 한다.
의약 용도발명과 관련한 특허 제10-0257448호에 대한 특허법원의 2015허7186 판결
을 살펴보겠다.

○ 출원번호: 제10-1997-0036844호 (등록번호: 제10-0257448호)
○ 발명의 명칭: 항암, 기관분화유도,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항산화 및 숙취해소
작용을 하는 옻나무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
옻나무의 목재부를 물, 아세톤, 메탄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제조되고,
분자식이 C15H12O6(분자량 288)이 며 백색의 결정체를 갖는 푸스틴(Fustin; 3,3′,4′,7-tetrahydroxyflavanone),
분자식 C15H12O6(분자량 286)이며 황색의 결정체를 갖는 피세틴(Fisetin; 3,3′,4′,7-Tetrahydroxyflavone),

218)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지 않더라
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
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
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
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불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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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이C15H12O6(분자량272)이며진한오렌지색의결정체를갖는설푸레틴(sulfuretin; 3′,4′,6′-Trihydrozyaurone) 및
분자식이 C15H12O6(분자량 272)이며 오렌지색의 결정체를 갖는 부테인(Butein; 2′,3,4,4′
-Tetrahydrozychalcone)을 함유하는,
항암작용, 기관분화유도 작용, 황산화 작용 및 숙취해소 작용을 갖는 옻나무 추출물

[청구항 5]
제1항의 옻나무의 목재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암용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항암용 조성물이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용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의 옻나무의 목재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기관분화유도용 조성물.

이 사건 심결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219) 특허심판원은 제5
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아래의 구체적 판단을 근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청구
범위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219) 2015. 9. 15. 심결, 2014당2173 판결에서 원고는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본문 이외에도
진보성, 확대된 선원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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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2. 10. 선고 2015허7186 판결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완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기준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각 옻나무 목재부 추출물의 항암(제5항),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제6항) 및 기관분화유도(제7항)라는 용도에 관한 것인데, 옻나무 목재부 추출물의
위 각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명확히 밝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옻나무의 목재부 추출물에 대한 항암,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및 기관분화유도의 약리효
과를 확인한 실험데이터 등이 기재되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옻나무 목재부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명세서에는 옻나무 수피로부터 추출된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옻나무 목재부로부터 추출된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
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시례 1에서 제조된 옻나무 추출물을 수피와 목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시례 3,4,5는 옻나무 수피를 포함하는 옻나무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한 것이지,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옻나무 목재부만의 추출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옻나무의 줄기의 모든 구성성분들이 목재부와 수피 각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외부가 목재부와 수피로 구성된 옻나무 줄기 추출물이 항암 활성이 있다는 결과만으로는
목재부 추출물이나 수피 추출물 중 어느 하나의 추출물도 항암 활성의 약리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역시 출원 심사과정에서 옻나무의 수피 또는 수액과 옻나무 목재부는
그 출발물질이 전혀 달라 유효성분이 다르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옻나무 수피를 포함하는 옻나무 추출물이 항암 활성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실시례는 목재부 추출물과 수피 추출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갖는 활성일 수도 있으므로,
목재부 추출물이나 수피 추출물로 분리된 추출물의 약리효과에 대해 확인함이 없이 옻나무
줄기 추출물의 약리효과를 옻나무 목재부 추출물의 약리효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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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7186 판결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례 2017후523의 완성된 발명의
성립요건(① 반복 실시,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③ 구
체성, 객관성)을 적용해보았다. 특허 제257448호는 옻나무로부터 물질을 분리하여 조
추출물을 제조하고, 실리카겔 흡착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하여 정제하며, 유기원소 분
석, 자외선 스펙트럼 분석, FTIR에 의한 작용기 분석을 통하여 옻나무 추출물을 분석
하였으며, 항암효과, 암세포의 정상세포로의 분화유도 효과, 혈관형성 억제효과, 항
산화 효과, 숙취해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한 점으로부터 ① 반복 실시
및 ③ 구체성, 객관성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의 구체적인 기
재가 요구되는 의약 용도발명인 만큼 ②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요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허 제257448호는 옻나무 수
피 추출물에 대한 항암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옻나무 목재부 추출물의 실시례 및 효
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데, 과연 옻나무 수피 추출물의 약리효과로부터 옻나무 목재
부 추출물의 약리효과가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쟁점이 된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2가지로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의약 용도발명에서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검토 기준]
1.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유사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220)
2.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혼합될 때 상호작용에 의한 활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성물
에 한정)

기준 1은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유사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 이외에 두 물질이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있어서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에 있어서도 두 물질이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어 유사물질의
효과 확인으로부터 대상물질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두 물질

220) 청구항에 기재된 특별한 용도가 아닌,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효능을 갖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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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조성물일 경우에는 기준 2의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혼합될
때 상호작용에 의한 활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기준 2는 유사물질과 유
사물질이 상호 혼합되어 상호작용에 의한 활성으로 나타나는 효과인지, 혹은 대상물
질과 유사물질 각각에서 나타나는 효과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상기 기준을 특허 제10-0257448호에 적용하여 본다. 기준 1의 경우, 피고가 출원
심사과정에서 옻나무 수피 또는 수액과 옻나무 목재부는 그 출발물질이 전혀 달라
유효성분이 다르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였으므로,
두 물질이 유사한 효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 2의 경우 두 물질이
혼합되었을 때의 상호작용에 의한 활성과 각 물질의 효과가 같음을 입증하는 기재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특허 제10-0257448호는 기준 1 및 기준 2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여 유사물질의 효과로부터 대상물질의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의약 용도발명은 완성된 발명의 성립요건 중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
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부분을 “기준 1. 대상물질과 유사물질이 유사한 효능
을 갖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검토”, “기준 2. 대상
물질과 유사물질이 혼합될 때 상호작용에 의한 활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검토(조성
물에 한정)”의 2가지 추가 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파라미터 발명
다음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파라미터 발명에 적용해보았다. 파라
미터 발명은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에서 관용되지 않는 화학적·물리적 특성으로 특정하거나 출원인이 임의로 창출한
기술적 변수를 포함하는 발명 내지는 변수를 상관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포함하는 발
명을 말한다.221) 파라미터 발명은 관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수 파라미터를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기재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분야이다.
221) 윤병훈, “파라미터발명의 사례분석 및 특허전략연구”, 특허청,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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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은 2007.1.3.자 개정되어 효과가 법조문에
서 제외되었으므로 더 이상 발명의 효과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발명
의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
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파라미터발명의 경우에는 새로운 파라미터의 제시만
으로는 당업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러한 특성을 심사 시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222)
파라미터 발명은 반복실시 및 효과 측면의 쟁점이 있는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의 실시가능요건과 더불어 발명의 완성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판례에서 완성된 발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아래에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파라미터 발명과 관련한 특허출원 10-2015-7022011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2018원
3024 심결을 살펴보겠다.
○ 출원번호: 제10-2015-7022011호
○ 발명의 명칭: 광학 장치
[청구항 1]
표시 장치의 표시면측에 배치되는 유리판으로서,
당해 유리판은, 안티글레어 기능을 갖는 제1 표면 및 상기 제1 표면에 대향하는 제2 표면
을 갖고,
당해 유리판은, 이하의 방법으로 정량화되는 해상도 지표치(T), 반사 이미지 확산성 지표
치(R), 및 글레어 지표치(S)의 3개의 지표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경우,
해상도 지표치(T) ≤ 0.2,
반사 이미지 확산성 지표치(R) ≥ 0.2, 및
글레어 지표치(S) ≤ 60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리판.
222) 윤병훈, “파라미터발명의 사례분석 및 특허전략연구”, 특허청, 200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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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해상도 지표치(T)는 당해 유리판의 상기 제2 표면측으로부터, 당해 유리판의
두께 방향과 평행한 방향(각도 0°의 방향)으로 제1 광을 조사하고, 상기 제1 표면으로부터
투과하는 투과광(0°투과광이라고 한다)의 휘도를 측정하고, 상기 제1 광의 당해 유리판의
제1 표면에 대한 수광 각도를 ╶90°~ +90°의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상기 제1 표면측으로
부터 투과하는 전체 투과광의 휘도를 측정하고,
이하의 식(1)
해상도 지표치 (T) =
(전체 투과광의 휘도 – 0°투과광의 휘도)/(전체 투과광의 휘도) 식(1)
로부터 산정되고,
상기 반사 이미지 확산성 지표치(R)는,
당해 유리판의 상기 제1 표면측으로부터, 당해 유리판의 두께에 대해 45°의 방향으로 제2
광을 조사하고, 상기 제1 표면에서 반사되는 정반사광(45°정반사광이라고 한다)의 휘도를
측정하고, 상기 제1 표면에 의해 반사되는 반사광의 수광 각도를 0°~ +90°의 범위에서
변화시키고, 상기 제1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체 반사광의 휘도를 측정하고,
이하의 식(2)
반사 이미지 확산성 지표치(R) =
(전체 반사광의 휘도 – 45°정반사광의 휘도)/(전체 반사광의 휘도) 식(2)
로부터 산정되고,
상기 글레어 지표치(S)는 당해 유리판을, 상기 표시 장치의 표시면측에 배치하는 스텝으로
서, 당해 유리판은, 제2 표면이 상기 표시 장치의 측이 되도록 하여, 그 표시 장치의 표시
면측에 배치하고, 당해 유리판을 상기 제1 표면측으로부터 촬영하여, 화상을 취득하고,
상기 화상을 소프트웨어 EyeScale-4W(주식회사 아이·시스템 제조)에 의해 해석하고, 이
것에 의해 출력되는 ISC-A의 값을 글레어 지표치(S)로 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사건 심결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파라미터 수치범위가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쉽게 실시할
수 있어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223)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심결하였다.

223) 특허심판원의 2018. 11. 13. 심결 2018원3024에서 청구인은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외에도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및 진보성의 규정 또한 부정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
여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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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8. 11. 13. 심결 2018원3024 판결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출원발명(유리판)의 생산과 관련된 기재
“투명기체는 투명한 한 어떠한 재료로 구성되어도 된다.”, “유리의 조성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안티글레어 처리의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식별번호 [0091]-[0097])고
기재되어 있어 유리의 조성이나 안티글레어 처리방법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화학강화 처리
도 선택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파라미터의
수치범위에 해당하는 유리판을 쉽게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실시례 검토
실시례에 각종 방법으로 안티글레어 처리된 투명 기체를 대상으로 그 해상도, 반사 이미지
확산성, 글레어를 측정하여 투과성 지표치(T), 반사성 지표치(R), 글레어 지표치(S)와 대응
레벨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임의의 투명 기체를 단순히 평가하여 상관관계를 밝힌
것일 뿐 특정한 제조방법으로 제작된 유리판의 해상도 지표치, 반사 이미지 확산성 지표치,
글레어 지표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시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파라미터의 수치범위에 해당하는 유리판을 쉽게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선행문헌과의 비교
공지된 선행문헌에 투명 기체를 안티글레어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에 의한 표면 조도, 헤이
즈 값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파라미터와 관련하여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통상적인 안티글레어의 제조방법이 적용된다고 하더
라도 유리판의 광학 특성은 요철의 형태, 깊이, 크기 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안티글레어의 제조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한정된 수치범위에 속하는 유리판을 쉽게 제조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이유
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018원3024 심결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례 2017후523의 완성된 발명의 성립
요건(① 반복 실시,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③ 구체성,
객관성)을 적용해보았다.224) 파라미터 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파라미터를
158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효과 달성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해한 후에 “②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성립요건 ① 반복 실시와 ③ 구체
성, 객관성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발명에서 “효
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2가지 검토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파라미터 발명에서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검토 기준]
1. 신규 파라미터일 경우, 파라미터의 측정에 사용되는 구성요소(ex. 물질, 방법)가 특정되
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가225)
2. 종래에 사용된 파라미터인 경우, 선행문헌에 해당 파라미터가 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파라미터의 실시에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226)

기준 1은 신규 파라미터일 경우, 파라미터의 측정에 사용되는 구성요소(ex. 물질,
방법)가 특정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출원인이 임의로 창출한 신규 파라미터 발명은 파라미터 측정에 사용되는 물질 또
는 방법 등의 구성요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으
며, 이는 ① 반복 실시 및 ③ 구체성, 객관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완성된 발명의 요건을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 2는 종래에 사용된 파라미터인 경우, 선행문헌에 해당 파라미터가 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파라미터 실시에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출원인이 최초로 사용한 신규 파라미터 외에 종래 사용된 적이 있는
파라미터인 경우 선행문헌에 해당 파라미터가 제시되어 있고, 파라미터 실시에 대한

224) 2018원3024 심결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의 완성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으나, 제42조 제3항 제1
호에서 검토되는 반복실시 및 효과 측면에 대한 논의가 발명의 완성여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225) 출원인이 임의로 창출한 기술적 변수를 포함하는 발명 또는 변수를 상관적으로 규정한 요건의 파
라미터 발명을 말하며, 종래 다른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 파라미터를 말한다.
226) 출원인이 임의로 창출한 신규 파라미터가 아닌 종래 다른 선행문헌에 기재된 적 있는 파라미터로,
출원인은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수치한정 등의 특징을 부가하여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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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파라미터
발명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상기 기준을 특허출원 제10-2015-7022011호에 적용하여 본다. 먼저 기준 1을 적용
할 시, 유리의 조성이나 안티글레어 처리방법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았고, 화학강화
처리도 선택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만으로 출원발명에 기재된 파라미터
의 수치범위에 해당하는 유리판을 쉽게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1을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기준 2를 살펴보면, 일본 등록특허 제6075435호에서 투명기체에 안티글레어
처리를 한 후의 표면조도, 헤이즈 값이 제시되어 있으나 파라미터와 관련한 기재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선행문헌으로부터의 통상적인 제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즉 특허출원 제10-2015-7022011호는 기준 1 및 기준 2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므로 완
성된 발명의 3가지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파라미터 발명에서 완성된 발명은 성립요건 3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준 1. 신규 파라미터일 경우, 파라미터의 측정에 사용되는 구성요소(ex. 물
질, 방법)가 특정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가? 및 기준 2. 종래에 사용된
파라미터인 경우, 선행문헌에 해당 파라미터가 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파라
미터의 실시에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의 추가적인 검토 기준을 적용하
여 완성된 발명의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정리 및 결론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2017후523)을 중심으로 완성된 발명 및 미완성 발명에 관
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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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3장에서 미완성발명에 관한 법리와 학설을 살펴보았고, 미완성 발명
과 판단기준이 유사한 기재불비 중 실시가능요건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였는
데 특히 94후944 판결, 2010후2582 판결 및 2014후2061 판결은 모두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미완성 발명 및 실시가능요건과 관련된 법리와 판
례를 분석하였다. 각국의 적용 형태를 살펴보면, 일본 특허청의 실무에서는 미완성
발명의 거절사유가 있을 시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보다는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개정 A.I.A에서 best mode를 무효사유에
서 제외시켰으며, 유럽은 판례에서 일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알려진 적절히 변
형된 실시형태가 있는 한 일부 특정 변형된 실시형태가 이용 불가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각국의 이러한 실무 및 판례 태도는 발명의 완성여부
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
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완성된 발명 및 미완성 발명에 관한 기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분석
하였으며, 완성된 발명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91후1656, 92후1806, 93후
1910, 2012후3312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기존 판결 대비 이 사건 판결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
지”의 기준이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된 부분에
주목해야 함을 밝히며,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를 8개의
케이스로 분류하여 적용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특수한 의약 용도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분야별로 적용해보았으며, 분야별로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를 가늠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2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판결(2017후523)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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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한다”
고 판단하면서, 기술적 효과가 반드시 달성될 필요는 없으며,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
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함을 강조함으로써 완성된 발명이 더욱 넓은 의
미로 해석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판단기준으로는 특허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미완성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기재불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었다.
허나, 이 사건은 완성된 발명을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명세서의 내용이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어 기술적 효과의 달성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하
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는 기재불비의 흠은 포함하나 미완성 발명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이제는 기술적 효과에 관해서 기재불비의 흠이 미완성 발명의 흠을 포함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분
의 실익을 갖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의약 용도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등과 같이 기술적 효과가 보다 중요한 분
야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추가 검토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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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 특허법원 2018.9.21. 선고 2018허4355 판결

장려상

판례논문 요약서
판례번호

제목

특허법원 2018.9.21. 선고 2018허4355 판결
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 대기업 상호표장 사례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결합표장의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일반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 ‘자생초 판례’의 판시 및 기존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 방법론에 대해 논하려 한다.

요약

이어서 ‘대기업 상호표장’ 내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결합표장의 한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및 업종명칭과 결합된 경우 상표유사판단의
과정을 일반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2018허8425
사안과 비교하여 ‘대기업 상호표장’이 가지는 식별력의 특수성을 밝히려
한다.
대상판례는 ‘대기업 상호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구성요소로

필요성

하는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에 있어 ‘업종명칭’과 결합된 경우의 특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바, 최근 문제가 되는 모방상표에 있어 대기업 상호의
상표로서의 관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5후1690(자생초 판례)에서 요부관찰시 분리관찰 가부를 고려할 필
요가 없다고 설시한 이후,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에 있어 방요부관찰과

독창성

분리관찰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결합표장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을 통해 논리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 독창성이 있다.
최근 대기업 등의 상표관리에 있어 무차별적인 모방상표의 난립이 큰

파급효과

문제가 되고 있다. 대상판결 및 관련판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구체적인 상표관리방안에 대한 실사례와 법리의 축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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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 대기업 상호표장 사례를 중심으로
<특허법원 2018.9.21. 선고 2018허4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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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비되는 양 상표의 동일 및 유사판단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할 염려의
존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소위 결합표장의 경우, 올바른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
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방법론이 제시된다.
본고에서는 결합표장의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일반수요
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원심결 및 대상판
결에서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 최근 ‘자생초 판
례’의 판시 및 기존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하려 한다.
이어서 ‘대기업 상호표장’ 내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결합표장의 한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및 업종명칭과 결합된 경우 상표유사판단의 과정을 일반수요자
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2018허8425 사안과 비교하여 ‘대기업 상호표장’
이 가지는 식별력의 특수성을 밝히려 한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경위

사건의 배경
로 구성된 표장(이하 ‘출원표장’)을 몇몇 상품류를 지정하여 2015. 11.

13. 상표등록출원227)하였으며, 당해 출원은 출원일 기준 존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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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하 ‘대상표장 1’) 그리고

로 구성된 표장(이하 ‘대상표장 2’)과 동

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대상상표의 사용서비스의 동종성이 인정되어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
후 원고측은 보정 및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원고의
출원은 거절결정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심판에서 기각심결(원심결)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측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인용판결(대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판원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에 대해 인용심결을 내려 등록228)된 사안이다.
심사단계, 심판단계 및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의 공통되는 쟁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이며, 구체적으로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로, 원심
결에서는 대상상표 1 및 2 모두를 결합표장으로 보아 분리관찰 또는 요부관찰을 진
행한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주목할 점은 심판단계에서 요부관찰을
진행하며 대상표장 1 및 2에서 “C&D”를 요부로 본 것과 달리 소송단계에서는 특허법
원이 “GS”의 식별력을 추가로 판단하고 나아가 “C&D”와의 관계를 따져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아 전체관찰을 통해 상표유사판단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나.

원심결(2016원3984)의 요지

원심결은 출원표장은 전체로서 관찰할 수 있는 단일상표로 보았으나, 대상표장 1
및 2는 결합표장으로 상정하였고, 나아가 대상표장 1 및 2의 구성 중 “C&D”를 요부로
확정하였다. 이어서 출원표장인 “CND”와 대상상표 1 및 2의 요부인 “C&D”를 비교하
여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의 면에서 일반수요자들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출원표장과 대상표장 간의 유사성을 인
정하였다.

227) 출원번호(일자): 4020150083818(2015.11.13)
228) 등록번호(일자): 4014576940000(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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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심결은 대상표장 1에서 “GS” 부분을 요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대상표장 2에서
는 “GS” 부분이나 “도형” 부분을 요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C&D”를 요부로 결
정한 이상,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판결(2018허4355)의 요지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원심결 및 원거절결정과 마찬가지로 대상표장 1 및 2를 결합
표장으로 보면서 출원표장과 동일 및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부관찰의 법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원심결 및 원거절결정과 달리 “GS”부분과
의 결합을 근거로 대상표장 1 및 2에서 “C&D” 부분을 요부로 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일반수요자들이 출원표장과 대상표장을 접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 및 혼
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이상
상품과 서비스의 동종성 존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이유를 근
거로 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을 취
소한 사안이다.

라.

논의의 배경 – 대기업 상호표장의 상표법상 취급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자신을 식별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
는 명칭을 말한다. 대기업 상호표장이란, 어떠한 대기업이 스스로의 명칭으로 선정한
표지, 즉 상호가 거래계에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므로, 식별력을 가지는 표장은 상표법상 상표가
될 수 있다. 대기업 상호의 경우 표장으로 표시된다면 그 표장에 대기업이 가지는 명
성과 신용이 화체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접하는 일반수요자들 또한 당해
상호표장을 보고 대기업의 명성과 신용을 연상하여 인식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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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인 상호표장은 상품에 표시된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품과 식별토록
하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대기업은
다양한 산업 및 사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상호표장은 분야를 막론하
고 이를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일정한 이미지, 즉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대기업 상호표장은 그 자체로서 상표로서 기능하거나 출원, 등록 및 사용되기
도 하지만, 하위 계열사들이 대기업 상호표장과 업종명칭을 결합한 형태로서 출원,
등록 및 사용되는 경우 또한 많다. 이러한 경우 전체 표장에서 대기업 상호표장이 독
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함은 물론이고 이와 결합한 업종명칭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일반수요자들은 전체로서 대기업의 하위 계열사의 표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요부관찰에 있어서 대기업 상호표장은 그 자
체의 독자적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요부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업종명칭이
결합된 표장의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대기업 상호표장만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업종명
칭과 결합한 전체로서의 표장을 인식하여 그 출처를 인지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상표유사판단에서 요구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은 일반수요자들의 인
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며 근원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 다양한 판단자료를 근거로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상호표장
과 같은 특수한 경우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기존의 법리를 바탕으
로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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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상표유사판단 방법론 고찰 – 결합상표 요부관찰 법리를 중점으로

상표 및 상표의 식별력의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229)을
말한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상표가 가지는 능력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가 표
시된 경우 이를 접한 수요자들이 상표사용자의 상표나 서비스와 타인의 상표나 서비
스를 식별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어떠한 표장을 상표라고 하기 위해선 상표
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표를 정의하기 위해선 상표의 식별력을 정의하
여야 하고 이들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나.

상표유사판단 일반론

대비되는 양 상표의 동일 및 유사판단은 양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한다. 이 중 객관적 관찰은 상표를 관찰하는 주체
의 인지적 독립성과 관련되며 이격적 관찰은 상표를 관찰하는 데에 있어 그 상표가
놓인 환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 관찰(이하 ‘전체관찰’)이 다른 관찰방법에
비하여 표장 자체의 구성과 모양, 그리고 그 표장이 일반수요자에게 환기하는 특정
한 감정과 인지에 가장 집중하는 관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관찰 및 이격적 관찰의 방법론이 일반수요자를
가정하고 상표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 일부 포괄된다고 볼 여지 또한 있으며,
따라서 상표유사판단에 있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229)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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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합상표의 정의 및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 방법론 적용기준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관찰을 하기 위해 일반수요자를 가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수요자들이 대상표장을 여러 구성이 ‘결합’된 구성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경우 각
구성부분에 대해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전체관찰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방법론이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판례 및 실무의 경우 판단대상표장이 결합상표라고 판단되면 우선 요부관찰을 시
도하고 있으며, 요부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표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논리이
기 때문에 결합상표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태도이다. 즉 판례 및 실무는 대상표장의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일반수요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대상
표장을 각 구성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다면 대상표장을 결합상표로 본다.
한편, 대상표장의 창작자가 당해 표장을 물리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하였다고 하
더라도, 각 구성 부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
반수요자들이 이를 전체로서 일체불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실정상 자연스럽다
면 판례 및 실무는 이를 결합상표로 보지 않고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전체관찰 원칙으로 회귀하여 표장 전체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 및 실무는 어떤 표장이 결합표장의 정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수요자들이 당해 표장을 각 구성부
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
는 경우라면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을 하지 않고 전체관찰의 원칙으로 회귀230)한다.
다만 몇몇 판례는 어떤 표장을 ‘결합표장’이라고 하면서도 당해 표장의 각 구성부
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전체관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결합
표장’의 정의를 부정한 다음 전체관찰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다.
230)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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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특정 표장을 결합표장으로 확정한 다음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이 곤란하
다면 ‘결합표장을 전체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한 바와 달리 당해 표장이 ‘결합표
장이 아니’라고 번복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모호함을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적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결합표장인지, 결합표장이라면 요부관
찰이나 분리관찰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을 하
는지, 할 수 없다면 결합표장을 어떻게 전체관찰하여야 하는지로 각각 나누어 ‘결합
표장’의 정의와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을 구분하여 해결해보려 한다.

라.

결합상표의 경우 요부관찰 방법론의 적용

요부관찰이란 결합표장을 구성하는 각 구성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구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큰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 이를 요부로 하여 대상상표와 상표의 유사성
을 견주는 방법을 말한다.
여러 구성이 결합된 표장의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들 각 구성을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합표장이라면 그 구성 중 어느 하나가 일반수요자에게 있어 주요한 인
식(출처의 식별)을 환기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구성은 상표가 의도하는 주된 식별력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부수적인 부분으
로서 일반수요자들이 전체적인 표장을 보고 상표사용자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타
인의 것과 구분하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체 결합표장에서 중
점적 식별력을 가지는 구성, 즉 요부가 있다면 대상상표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가지고 외관, 칭호 및 관념을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결합상표의 경우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추출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표장과 대비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상표유사판단이 단순히 표장 자체의 물리
적 동일이나 유사성을 수치화하여 계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환경에서 상품이나 서

174 • 2019 특허 ‧ 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비스에 표시된 양 상표를 접한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
하는지의 정도를 예상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유사판단은 필연적으로 수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근거를 통해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예측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상표유
사판단과정 자체 및 전체관찰의 과정에서는 표장을 비교 및 관찰하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유추하여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표장의 동일성 자체만으로 양
표장에 대한 유사판단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마.

요부관찰의 방법론 적용에 있어 ‘일반수요자의 인식’

상표유사판단의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요부관찰 과정 중 결합표장의 어느 구성이
요부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체 상표유사판단의 결론을 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 즉 하나의 결합표장에서 여러 구성부분간의 상대적 식별력을 따져 요부를 결
정하여야 하므로 각 구성이 전체 표장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어
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구
성을 보고 출처표시로서 인식하는 정도를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대상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결합표
장으로 보이는 경우, 1)우선 결합표장으로 예상되는 표장이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합표장으로 확정하고, 2)
이어서 이 결합표장의 각 구성을 1)에서의 판단에 따라 분리한 다음 일반수요자를 기
준으로 요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3)존재한다면 그 구성을 요부로 확정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대비대상표장과 비교하여 유사판단의 결론을 내야 한다.
즉, 요부관찰의 법리에 따라 상표유사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요자의 인식을
최소 3회 고려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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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리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 2015후1690과 관련하여

한편, 최근 판시된 2015후1690(이하 ‘자생초 판례’)의 경우, ‘자생’ 부분과 ‘초’ 부분이
분리관찰 되는지는 ‘자생’부분을 요부로 선정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는 결합상표의 상표유사판단의 경우 전체관찰을 보조하는 수단으
로서 사용되는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두 방법론 간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판시에서 말하는 ‘분리관찰’은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한다’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생초 판례’의 원심에서 주장된 바는 원래의 ‘분리관찰’의 의미인 결합
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분리된 각 구성을 대비대상표장과 비교’하여야 한다
는 취지가 아니라, 요부관찰 단계를 진행하면서 각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구성이 다른 구성과 분명하게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
달리 말하자면 이 주장은 특정한 표장이 결합표장의 정의를 만족하는, 즉 각 구성
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요부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는 결합표장인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을 진행하
는 기존의 판례 및 실무의 태도와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판례 및 실무도 ‘결합표장의 경우 전체관찰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분리관찰’과 ‘결합표장인지 확정하기 위해 각 구성 부분이 분리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결합표장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가능
한지’와 ‘결합표장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표현을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결합상표임을 확정하는 단계와 확정된 이후 분리관찰의 방법론을 적용
하는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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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초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분리관찰’이라는 용어를 1)일단 결합표장으로 확정
한 표장에 대한 유사판단의 방법론으로서의 분리관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결합표
장을 정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판단방법인 ‘분리가부’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
의하지 않아 일견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용어의 혼용에 의해 마치 요부관찰을 할 때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결
합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용어사용의 문제일 뿐이고, 판례 및 실무는 일관되게 결합표장
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표장의 경우에는 전체관찰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상표유사판
단을 진행하므로 요부관찰 단계에 진입한 이상 일반수요자들은 당해 결합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생초 판례’는 요부관찰 단계에서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각 구
성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을 판단하되, 이때 각 구성부분이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분
리되어 인식되는지는 이전 단계(단계 1)에서 충분히 고려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다른 요소들을 참고하여 각 구성들이 가지는 식별력을 비교하여야 한다
(단계 2)는 취지의 판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요부관찰에 있어서 요부의 의미 및 요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부란, 결합표장에서 독립적으로 중점적인 식별력을 형성하는 구성부분을 의미한
다. 결합표장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다른 표장과 대비하여 상표의 유
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어떤 결합표장에서 각 구성부분
의 결합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와 같이 요부가 없다면 결합표
장 전체를 기준으로 다른 표장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을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일견 결합표장으로 보이는 표장이 결합표장의 정의를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 즉 일반수요자들을 기준으로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인식되는 것
이 곤란한 경우 전체관찰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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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은, 어떠한 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과, 인식된 각 구성부분이 식별력을 발휘함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요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각 구성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요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합상표는 반드시 요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관찰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분리관찰’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합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요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리된 각 구성을
비교하는 분리관찰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도 있고, 결합표장으로 확정한 판단을 번복
하고 전체관찰하여야 하는 단일표장으로 확정하여 전체관찰만을 진행하는 방법의 두
가지 판단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아.

소결

따라서 요부관찰이 진행되는 큰 틀을 구성하는 각 단계 중, ‘결합상표 여부’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각 구성부분이 분리 자체가 되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관심사라
면, 그 다음 단계인 ‘요부결정 과정’에서는 이전 단계의 판단근거를 참조하긴 하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정도로만 이용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의 판단은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필연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계 1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단계 2에서 더 큰 수준
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단계 1
에서는 분리가부를 염두에 두고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유추하지만, 단계 2에서는
누구의 출처를 표시하는지에 대한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유추하는 데에 판단역량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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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원심결의 취지

원심결은 출원표장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거절한 결정을 유지하
면서, 그 근거로 대상표장 1 및 2를 결합표장이라고 전제하면서 대상상표 1에서
“C&D” 부분이 다른 구성부분인 “GS”와 띄어쓰기로 연결되어 있는 바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GS”와의 결합으
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C&D”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표장 2에서도 마찬가지로 “C&D”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출원표장과 대비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여 출원표장 전체인 “CND”와 “C&D”를 대비하여 상표유사판
단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관은 다소 상이하
나 호칭이 “씨엔디”로 동일하고 관념 또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이 동
일 및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동종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위 표장들이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본 판결에서는 대상표장 1 및 2를 결합표장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원심과 같으나,
각 대상표장에서 요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즉 대상표장 1에서는
원심에서 하지 않은 “GS”의 상대적 식별력을 판단하여 “C&D”가 아닌 “GS”의 상대적
식별력을 보다 크게 보았고, 나아가 “GS”가 대기업의 상호표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수요자들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과 다른 업종명칭 등이 결합한 결합표장의
경우 ‘대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와 같은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표장 전체를 상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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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고 보아 대상표장 1 전체와 출원표장을 전체관찰을 통해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표장 2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도형부분”과의 결합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
인 “GS”가 “C&D”와 결합된 바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므로 마찬가지로 전
체로서 출원표장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아 결국 대상표장 1 및 2와 출원표장은 전
체적으로 외관이 상이하고 호칭 또한 “씨엔디(출원표장)”와 “지에스 씨엔디(대상표장
1)”로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GS”라는 대기업 상호표장이 일반수요자에게 환기하는 의미를 고려하면 이
와 결합한 “C&D”는 “GS C&D” 전체로서 ‘대기업의 계열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조어표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출원표장
“CND”와 관념 또한 상이하다고 보아 결국 전체적으로 출원상표와 대상상표는 수요자
들에게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5.

가.

본 사안에 대한 검토

대상표장 1 및 2가 결합표장인지

본 사안 및 원심에서는 명확한 판단과정을 거치진 않았으나, 대상표장 1은 “GS” 문
자와 “C&D” 문자가 띄어쓰기로 연결된 표장인바 일반수요자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
로 “GS”와 “C&D”를 분리하여 인지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대상표장 2 또한 “도
형”과 “GS” 문자 및 “C&D” 문자가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나열된 표장인바 “도
형”, “GS” 및 “C&D”를 각각 분리하여 인지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사
안 및 원심 모두 대상표장 1 및 2를 결합표장으로 확정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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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표장 1 및 2에서의 대기업 상호표장 “GS”의 지위

‘GS’는 국내 유명 대기업인 범 LG그룹 계열의 대기업으로, 에너지, 발전, 유통, 물류
및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하위 계열사를 포괄하는 대규모기업집
단의 명칭에 해당한다. 그 명칭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저명하게 인식되어 있으
므로 “GS” 문자부분은 대기업 상호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S”는 본 판결에서 인용된 자료를 참조하면 ‘주식회사 지에스’가 상표권을
통합 관리하며 “GS”와 “업종명칭”이 결합된 상표를 다수 등록받아 하위 계열사들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S”라는 문자표장은 단독으로 특
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표시된다면 일반수요자들이 대기업인 ‘주식회사 지에스’의
상품이나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대기업이자 그룹기업이
라는 특성상 “GS”와 다른 업종명칭이 결합된 표장이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은
이를 ‘주식회사 지에스의 계열사’의 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표장 1 및 2에서 “GS” 부분은 독립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
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일반수요자에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자신
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게 하는 상표로서의 식별력 또한 가지며, 만약 단독으
로 상표로서 사용된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또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GS”가 업종명칭과 결합된 결합표장의 취급

요부란 결합표장의 한 구성으로서 다른 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
을 가지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을 말한다. 즉 요부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식별력은 특히 ‘독자성’과 ‘상대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자체로서 일반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므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고, 저명한 기업집단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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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으로서 강한 식별력 또한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이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 ‘요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요부가 아니기 위한 조건’을 가지
지 않아야 대상표장 1 및 2에서 “GS” 구성부분이 요부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상호표장이 업종명칭과 결합한 전체로서의 결합표장은 우선 일반수요자들
에게 있어 그 표장이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인식
을 준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하나의 산업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업그룹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각 사업분야별로 계
열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주지의 사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의 경우, ‘삼성전자’ 또는 ‘현
대자동차’라는 계열기업이 가장 인지도가 높으나 ‘삼성디스플레이’ 또는 ‘현대건설’이
라는 계열기업 또한 일정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살펴보면 ‘삼성’ 또는 ‘현대’라는 명칭 자체는 각각 ‘삼성그룹’ 또는 ‘현대그룹’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거나 인식된다고 보아야 하고 ‘G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GS
그룹’ 또는 ‘주식회사 지에스’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반수요자들은 “GS”와 “업종명칭”이 결합한 표장을 접하면 이를 통해 단순
히 ‘GS그룹’ 또는 ‘주식회사 지에스’만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종을 영위하
는 GS그룹의 하위 계열사’의 개념 또한 인지하게 된다. 둘 중 어느 관념이 더 크게
인식되는지는 당해 그룹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사안과 같이 ‘주식회사
지에스’의 경우 그 규모 및 인지도를 고려하면 업종명칭과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때
이를 접하는 일반수요자들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GS그룹의 하위 계열사’ 또한 충
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대상표장에서의 “GS” 구성부분 자체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라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GS” 부분을 요부로 확정할 것은
아니고 다른 구성 부분인 “C&D”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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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어떤 구성에 요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상대적 식별
력’의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C&D” 부분은 대기업의 명칭인 “GS”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한 관념을 환기하는 능력이 부족함이 분
명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대기업 상호표장의 특수성이 발휘됨에 따라 일반적인 환
경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요자들이 “GS”만으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전체로서의 표장을 인식하는 효과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
야 한다.

라.

“GS” 가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된 경우, 그 구성부분의 식별력 판단

먼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와 결합된 다른 구성부
분의 상대적 식별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판례에서 원고측이 제시한 근거 및 위
에서 살펴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국내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대상표장
1 및 2에 포함된 “C&D”라는 구성은 대기업의 명칭과 결합하였을 때 수요자들이 전체
로서 ‘대기업의 계열사 명칭’으로 인식할 여지가 다분하다.
즉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
고 있을 것이 당연하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에 편승하여 대기업의 명칭과
결합된 문자는 특정한 산업분야의 명칭이나 약칭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
가 결합된 문자 구성이 실제로 당해 사업분야의 약칭에 해당한다면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과 결합된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이 성
질표시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절대적 식별력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비해 식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그 구성부분만으로 전체 표장을 호칭한다거나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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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S” 가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된 경우, 일반수요자의 인식 판단

위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과 다른 구성부분이 결합한 경우, ‘다른 구성부분’
이 특히 업종명칭이나 약칭에 해당한다면 상대적 식별력이 부정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상대
적으로 다른 구성부분과 비교하여 식별력이 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1)일반수요자들에게 있어 표장 전체로서 인식되거나 2)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명칭’ 부분만으로 인식되는 두 가지 경우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대기업 상호표장,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만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수요자들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 자체가 가지는 강
한 식별력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당해 명칭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자체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업종명칭이 결합된 경우라면 결합된 전체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하나’로도 인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
규모기업집단 자체’에 대한 식별이 포함된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인식은 전체 표장을 보고 얻게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관념 중 ‘계열사’를 수식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서, 이는 업종명칭과 결합된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다. 따라서 대상표장들의 구성부분 중 “GS”부분을 보고 일반수요자들은 ‘주식회사 지
에스’라는 대기업 자체를 인지하긴 하나, 다른 구성부분인 업종명칭과의 결합에 의해
‘주식회사 지에스의 OO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라는 새로운 관념 또한 인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수요자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표시된 대상표장 1 및 2를 보고 ‘주
식회사 지에스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주식회사 지에스의 OO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며, 여기에서 “GS”는 이와 같이 대상표장 1
및 2가 결합에 의해 전체로서 ‘주식회사 지에스의 OO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라는 새
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국 “GS”가 가지는 강
한 식별력은 결합된 전체로서 형성된 새로운 관념인 “GS C&D”가 가지는 식별력에 대
부분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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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래계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은 그 자체의 식별력에도 불구하고 업
종명칭과 결합하여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GS”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식별력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C&D”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 또한 인정되나 업종명칭과 결합한 경우 요부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독자성이 상실됨으로 인해 요부가 될 수 없다.

바.

전체관찰의 방법론 적용 태양에 대한 고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먼저 대상상표들의 구성 중 “C&D” 부분은 요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식별력의 독자성은 업종명칭이기 때문에 상실되고, 상대적으로 “GS”
에 비해 식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GS” 부분은 업종명칭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므로 식별력의 독자성이 상실되어 요부가 될 수 없
다. 나아가 “GS”와 “C&D”의 결합으로 인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인 “주식회사 GS의
계열사”가 형성된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대상상표들은 일반수요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각 구성부분을 분
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합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에는 문제가 없으
나,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의 방법을 적용하여 상표유사판단을 할 수는 없다. 즉 전
체관찰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대상상표 전체로서 출원표장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본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의 태도는 각 요소별로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판단함
으로써 일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보인다.

사.

소결

따라서 원심결과 본 판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원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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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식별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
으나 본 판결은 “GS”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고 “C&D”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면서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인 ‘대기업의 계열사 명칭’이 생성된다고 보아 요부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원심결은 대상표장 1 및 2를 결합표장으로 전제하는 과정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된 일반수요자의 인식인 ‘분리가부’에 대한 판단을 결합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상
표유사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수요자의 인식인
‘식별력 존부’ 판단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본 판결
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판단함으로서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상표의 정의 및 식별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일반수요자의 인식’을 목
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결합표장의 상표유사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가.

대기업 상호표장의 경우 취급 – 2018허8425와 비교
2018허8425 사건의 개요

상기 무표심판 사안에서 등록표장은
인 선등록표장은

(이하 ‘인용표장 1’),

(이하 ‘등록표장’) 이고, 인용표장
(이하 ‘인용표장 2’) 및

(이하 ‘인용표장 3’)이다. 원심결 및 본 판례 모두 등록표장을 결합표장
으로 전제한 다음, 구성 중 “현대” 부분을 요부로 판단하였고, 이를 인용표장 1의 “현
대” 및 인용표장 2 및 3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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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현대”라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가지는 독자적이고 상대적인
식별력이 결합표장 내에서 인정되었다. 즉 등록표장의 구성부분 중 “현대” 부분은 대
규모기업집단의 명칭으로서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의 관념
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멀티캡” 부분은 상대적으로 “현대”에 비해 식
별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현대”를 요부로 보아 요부관찰을 진행한 경우이다.

나.

본 사안(2018허4335)과의 비교

본 사안에서는 “GS”가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C&D”를
업종명칭으로 보아 “GS”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했다고 보고 요부관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2018허8425 사안에서는 “멀티캡” 부분이 일부 도안화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 식별력이 “현대” 부분보다 작고, 나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종명
칭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요부관
찰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은 일반적인 결합표장에서라면 결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성부분에 비해 강한 식별력이 인정됨을 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와 같이 어느 정도 업종명칭으로 기능하거나 일반수요자들이 업종명칭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부분이 결합된다면 대기업의 상호표장이 가지는 식별력을 흡수
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2018허8425 사안과 같이 대규
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장에 포함하는 결합표장이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라면 거절
또는 무효 및 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을 출원표장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출원표장에 “GS”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상표장 1 및 2에 포함된 “GS” 부분의 식별력은 대상표장 1 및 2가 전체적
으로 형성하는 관념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요부로 볼 수 없어 출원표장에서 “GS”가 요
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등록을 거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수요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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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칭이라고 직감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부분이 결합된 다른 표장을
인용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는 있다.

다.

소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은 그 자체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이는 결합표장의 일부
구성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종명칭과
결합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은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므로 강한 식
별력에도 불구하고 요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요부관찰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룹기업의 경우, 그 상호 자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명칭과 결합된 형태
로 상표등록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대규모 그룹기업이라면 그 상
호가 상표로서 가지는 식별력 외에도 저명성을 띠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상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외에도 제11호나 제13호와 같은 조문을 근거로 대규모기업
집단의 명칭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장의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7.

결론 –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일반수요자의 인
식을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용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반수요
자의 법감정에도 합치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명칭이 업종명칭과 결합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이
가지는 식별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상표관리에 있어 신
중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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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유사판단에서 일반수요자 인식의 단계별 고려

다만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판례 및 실무가 특허법원에서의 심리에 있어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GS” 구성부분이 강한 식별력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고찰 없이도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2018허8425 사안과 같이 최근 문제되는 모방상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
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심결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을 위해 ‘요부관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용어는 ‘분리관찰’과 혼용하여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
은데, 이 또한 대상판결에서 명확히 하였다면 결합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각 구성부분의 ‘분리가부’’와 함께 혼동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원심결이 ‘자생초 판례’가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을 명확히 구별하였다는 점
에도 배치되는 심결이라는 점, 2)‘자생초 판례’에서도 ‘분리관찰’과 ‘분리가부’가 분명
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점 및 3)판례 및 실무는 특정 표장에서 요부가 선정되지
않으면 전체관찰의 원칙으로 회귀하는데 이것이 당해 표장이 결합표장이 아니라는
것인지, 결합표장이지만 전체관찰을 하는 것인지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후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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