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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 특허법 상 실시료에 기초한 배상액에 대한 표현은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1990)」 →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016)」 →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2019)」으로 바뀌어 왔다.
이처럼 법문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어져 왔고 입법자가 그 간극을 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
면 이런 괴리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실시료 배상에 관한 우리 재판실무의 현주
소를 점검하고 주요 외국의 실무와 비교하는 작업, 2019년 특허법 개정 시 「합리적
실시료」로 법문이 변경된 취지를 밝히고 그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 해당 규정
에 개선 착안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작업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ㆍ검토를 수행한다.
첫째,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실시료 상당 손
해 배상이 인용된 판례ㆍ하급심 판결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인정된 실시료율, 인정 근
거, 기준 시점, 고려된 사항, 다른 손해액과의 관계, 기술분야, 인정된 손해액 규모 등
을 데이터 베이스화 함으로써 실시료에 기초한 배상에 관한 국내 재판실무의 현주소
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제도와 실무가 유사한 일본의 상당실시료 배상액
산정 관련 주요 하급심 판결들 또한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실무
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미국, 독일, 대만,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실무가 실시료에 기초한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 오고 있는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실시료 산정
의 기준, 인정비율의 적정성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 착안점을 드
러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준이

되어

온

Georgia-Pacific 기준과 그에 대한 현실적 수정 움직임,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거래
상 인정되는 실시료액을 상당히 증액하는 재판 실무와 그 이유, 「전체시장가치원칙,
최초판매단위원칙, 기여율 반영 원칙」으로 이어지는 실무의 변화 동향, IT나 SW 분
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정효과(Lock In Effect)나 홀드업(Hold up) 등을 감안한 실
시료 기준 논의, 복합기술 특허에서 실시료 배상액이 누적됨으로써 과잉배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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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배려하는 논의 등을 들여다보고 우리 실무에 참고할 점을 제시한다.
셋째, 위와 같은 실증자료와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재판 실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 실시료가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ㆍ증액
되어야 하는 점과 그 근거, 최근 도입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관
계, 한층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와 실시료율 산정기준을 실무에 활용하는 문제, 기여율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 내지 방법,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을 산정하기 위해서 고전적 방법 외에 사안별로 미국의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근법
모델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수행할 필요성, 산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의 개별화와 그 리스트, 표준특허나 복합기술등을 둘러싸고 실시료 과적, 특허위협,
고정효과, 대체비용(Switching Cost) 등을 고려한 배상 기준의 정립 등이다.
넷째,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래상 실시료의 실태를 분석 소개한다.
국내 통계자료의 주요 부분들을 정리, 소개하는 한편. 평면적인 통계수치의 제시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수치가 내포하는 함의를 감안하여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분야별로 구분되는 실시권의 유형, 실시계약의 기간, 경상실시료
와 고정실시료 등 실시료 태양, 로열티베이스, 로열티율 등이 그 대상이다.
다섯째, 통계상 실시료율을 근거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과 별개로, 해당 기
술에 대한 개별적 가치평가를 통해 합리적 실시료의 출발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활용
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유형의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
여 ‘거래상 실시료’나 ‘당사자 간 이미 산정되었던 실시료’의 대체요소로 활용하기 적
합한 모델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그 밖에 최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침해자의 한
계이익에 기술가치와 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당 실시료를 산출하자는 주장에 관
해서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5항 관련하여 향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들을 검토한다.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불필요하게 장황하거나 복잡하여 해석
상 분란을 초래하고 증명책임의 소재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제5항은 동어반복이
적지 않고, 합리적 실시료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완결된 규정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이를 감안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를 보다 잘 드러내는 수정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는 동일한 폐단을 보이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의 대응 조항들과 우리
특허법을 차별화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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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시료 배상에 대한 실무의 상황

이 장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실시료 상당 배상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재판실무의 현황을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20년간의 판결례를 전수조사하여 배상액 산정에 고려된 요소,
적용 법조, 실시료 베이스 그리고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분석ㆍ정리하는 한편, 원문의
판시 부분을 추출ㆍ제시함으로써 향후 재판 실무에 참고할 DB가 되게 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4년~2018년 사이에 東京地裁, 大阪地裁 및 知財高裁에서 선고된 실
시료 상당액 배상 관련 판결 가운데 38건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실시료율, 그 인정 근거, 주요 판시사항 및 해당 사건에서 주목할 쟁
점과 판단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Ⅰ. 우리나라
검토한 하급심 판결례의 범위, 검색어, 검색 판결문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검색 대
상 판결문 중, 무관련, 중복, 청구기각 건을 제외하고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대한 유
의미한 판결은 총 37건으로 파악되었다.
기

간 (검색 DB)

2000.1.1. 2020.8.31.

검색어

검색 판결문

특허, 실시료, 손해

128건

실용신안, 실시료, 손해

70건

영업비밀, 실시료, 손해

98건

상표, 사용료, 손해

104건

디자인, 실시료, 손해

45건

(Casenote, LawnB)

제공받은
판결문(특허청)

90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제128조 제7항(법관의 재량에 의한 손
해액 인정)이 적용된 예가 적지 않은데,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에 기한 심리 후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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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원고가 실시주체인 경쟁자로서 제2항이나
제4항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128조 제5항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청
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확인되는 특징]
Ÿ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실시료 인정에 ‘증액 요소’, ‘사후적 고려요소’ 등을 설시한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의 실시료 손해
액 산정에 관한 법원의 태도와 크게 다르다.

Ÿ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에서 제시된 실시료 상당 배상액 결
정 시 고려요소인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②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④ 당해 기
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
호기간,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
재 여부,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 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
타난 모든 사정 가운데 하급심 판결에 반영된 것들은, ②~④가 압도적이고, ⑧은
적으며, ①, ⑥, ⑦은 매우 적고, ⑤를 고려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Ÿ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등)에는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사건이 거의 없
다. 이는 성질상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대체로 경쟁업체ㆍ실시주체인
경우 많아 합리적 실시료보다 일실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
문으로 보인다.

Ÿ

특허침해 사건에서 실시료 상당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거래상 실시료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이용료 상당 배상액을 산
정할 때 그 밖에 제반사정이 고려되는 예가 많다. 전자는 거래계에 객관적 ‘실시
료율’이 존재하여 기계적 적용이 이루어지기 쉬운 반면, 후자는 시장에 ‘이용료율’
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반 사정을 감안함으로써 그 요율에 근접하는
수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Ÿ

(특히 근래 들어)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만 적용하기 보다는 제5항을 거쳐
제7항을 적용하는 예가 많이 눈에 띈다. 이는 대법원이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
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손해액에 관한 당사
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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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적용 시 법원의 심리의무를 엄격히 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분석 결과표]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②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④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이익률, 침해자와 경업여부, 라이선스 정책 등)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⑨ 침해품(방법)에서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혹은 특허구성의 장점에 대한 선전광고)
⑩ 기타 기여율

Ver.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비

고

산정베이스

실시료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1

2016.

6.

16.

선고

0

정액

0

정액

2015가합578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16. 9. 8. 선고 2015
가합5732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2015.

8.

13.

선고

정액

0

2014가합5415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008.

7.

18.

선고

정액(감정인 감정)

0

2007가합679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008.

6.

13.

선고

0

0

감액

침해품
판매량

2

2007가합7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6

10. 선고 2001나42518

침해품

0

판매량

판결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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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정액

서울고등법원 2010. 3.
7

재량

31. 선고 2008나68717

0

(7항)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9. 선고 2013나27475

침해방법을
사용한

5

공사대금
침해품

0

0 0

10

판매액

판결

9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상표]
0

침해 횟수

정액

광주고등법원 2017. 8.

침해 태양에 비추어

10 10. 선고 (전주)2016나

실시료 손해를 인정
부적절

13128 판결

침해품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007. 7. 6. 선고 2001

(예상)

0

10

판매액

가합32187 판결

침해장치를
이용해
12

대법원 2003. 3. 11. 선
고 2000다48272 판결

제조한

0

3

제품의
판매액
[상표]

13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1981 판결

침해품

0

매출액

서울중앙 2010. 11. 19.
14 선고

2009가합146440

39

침해품
0

정액

판매량

판결
서울고등법원
15 11.

3.

2016.

선고

2015나

[저작권]
0 0 0

0

0

침해 횟수

정액

2049406 판결
재량

서울중앙지방법원
16 2012.

11.

30

선고

0

0

0

(7항)

정액

2010가합91614 판결
침해방법을

대구지방법원 2010. 7.
17 22

선고

2009가단

사용한

0

6

공사대금

566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8 2011. 4. 22 선고 2010

재량
0

(7항)

정액

가합889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기술요소법’적용.

2009.

특허발명의 기술자치를

19 2. 6 선고 2007가합187

평가하여 상당 실시료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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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품

20 2009. 6. 4 선고 2008

0

매출량

정액

가합93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품

21 2004. 5. 21 선고 2002

0

0

매출액

3

가합717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2 2005. 7. 15 선고 2003

침해품
0 0

0

매출액

1.5

가합74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침해품

23 25 선고 99나47640 판

0

매출액

3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침해품

24 2003. 2. 13 선고 96가

0 0

매출액

2.5

합6616 판결

25

침해품

특허법원 2019. 10. 2

0

선고 2017나2585 판결

매출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6 2012. 9. 14 선고 2008

침해품
0

0

0 0

매출액

5

0.5

가합107370 판결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감정평가하여 상당

27 2011. 9. 15 선고 2008

사용료액 도출

가합11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품

28 2009. 1. 8 선고 2007

0

매출액

7, 10

가합1030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9 10.

5

선고

2004.

재량증액

2003나

0

0

0

난가능성)

78450 판결

30

31

(피고의

비

침해품
매출액

침해품

특허법원 2019. 4. 12

0

선고 2018나1596 판결

매출액

특허법원 2019. 2. 22

재량

침해품

선고 2016나1967 판결

(7항)

매출액

재량

침해품

(7항)

매출액

32 특허법원 2020. 5. 2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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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감정)

1~2

선고 2019나1821 판결

33

침해품

특허법원 2019. 6. 21

0

선고 2017나2653 판결

매출액

5

서울중앙지방법원
34 2017. 3. 24 선고 2016

매출액

0

10

가합5523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5 2018.

1.

26.

선고

0 0

0

재량

침해품

(7항)

판매액

재량

침해품

(7항)

판매액

산정불가

2015가합575223
서울중앙지방법원
36

2018.

12.

13

선고

0

2016가합502475(본소),

정액

2016가합575398(병합)
재량

서울중앙지방법원
37 2018. 7. 13 선고 2017
가합507415

(7항)

침해품

단지,

임대액

정액

변론전취지

Ver 2.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8109

기

술

요

지

비 고

마찰이동
용접방법

특허권자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제3자들(비회원)과 체결해 온 실시권 허락
계약의 기준 금액 참조

제3자 실시계
약 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3203 판
결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3자들(비회원)과
체결해 온 실시권 허락 계약의 기준 금액
참조

제3자 실시계
약 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41599 판
결

벽체매립
형 수전
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래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아 실시해 오다가 실시권 상실 후에도 계
속 실시하여 침해를 구성한 사안.
피고의 종래 실시료액 (월650만원)을 기준으
로 함

당사자간 기
존 실시료 금
액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특허출원 대리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
을 의뢰받고도 과실로 절차를 해태하여 특

침해로 인한
손해 아닌,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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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7925
결

5

6

7

8

허등록료 미납으로 특허‘ 포기’ 처리됨.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 제외하
고 나머지 기간 동안(2007-2016), 특허가 등
록되었을 때 원고가 받을 수 있을 예상 실
시료 합계 17,482,000원 + 기술을 2008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사업화하였을 경우
의 기술가치 추정액 1,908,000원을 손해로
인정 (감정인 감정액 참조)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합75902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
42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8나
687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
27475 판결

의약
조성물

비 실시주체인 특허권자 원고가 의약조성물
에 대한 시장에서의 일반적 실시료율 4~5%
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함.
- 오히려 ① 원고 특허는 BDD와 UDCA를
단순 배합하는 이외에 배합자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권리로서 그다지 강한
효용성을 갖지 않는 점, ② 피고 제품은
BDD만을 함유한 제품과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
회사들이 BDD만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 · 판
매하고 있음), 피고 제품의 매출이 전적으로
이 사건 특허의 실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통상 실시료를 약 2%
정도로 낮추어 인정

CD 제조
방법

침해기간 제3자와의 실시료 기준 (CD 1장
당 미화 3센트)

건축물
시공방법

특허권자(피고)가 특허공법에 대해 이미 전
용실시권 설정하고도, 전용실시권자를 따돌
리고 편법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스스로 시
공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전용실시권자(원고)의 손해액 관련, 피고의
공사이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실시료 상당 손해액으로 책정.
피고가 제3자 업체들과의 실시계약에서 정
했던 실시료(공급가액의 5%)를 근거로 함.

기계, 장
비제조

부정경쟁
방지법 제
14조의2
제5항(영
업비밀 침
해)
상당손해
액 인정
한국발명
진흥회가
2005.
1.
무
렵

원고의 봉강 절단기술 영업비
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구체적 손해액 인정 곤란, 실시
료율 근거로 상당액 산정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
야의 실시율은 판매대금 대비
최고 10%, 최저 0.2%, 평균
2.83%임.
- ① 원고 기술력 독보적 ②
피고 실시분에 원고 비밀기
술이 차지하는 비중 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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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으로
특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
해를 실시료
중심으로 파
악.

시장에서의
일반적 실시
료율보다 감
액 인정
- 원고 특허
의 기술적
가치 언급
- 시장에서의
대 체 품 의
존재 감안

제3자 실시계
약 예

제3자 실시계
약 예
(침해자의 비
난가능성 큼
에도 증액요
소 고려 없음)

- 발명진흥회
실시료 자
료 인용
- 제반 사정
감안. 최고
실 시 료율
적용
- 원고특허의
기술적 가
치 참작

1,267건의
기술거래
사례를 분
석한 결과
보고서
변론
전취지

9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
16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전
10
주)2016나13128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11
2001가합32187 판
결

대법원 2003. 3. 11.
12 선고 2000다48272
판결

특허법원 2017. 3.
13 23. 선고 2016나
1981 판결

서울중앙 2010. 11.
14 19. 선고 2009가합
146440 판결

종전 실시료율이 15%로 거래
실시료율 상한보다 높음
- 상당실시료 손해율 10%로 채
택

상표

- 분양광고에 원고 상표를 임의사용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 ’1 가구당 100만원‘의 상표사용료 상당 손
해 책정
- 과거 동일, 유사 사안에서 제3자와의 사용
료 계약 근거

제3자 사용계
약 예

기계장치

기각.
- 원고는 실시료 상당 손해로 1억여원 청구
(제3자와의 기술사용계약 근거)
- 판단: 제3자와의 기술사용계약은 실시료
외에 기계대금, 노하우 전수비용 등 포함.
이 사건 실시료상당 손해 인정의 근거로
부적절
- 피고의 침해행위는 원고 특허 기계 1대를
공동피고에게 제작, 납품하였다는 것. 실시
료 상당 손해배상이 적절치 않음.

침해의 태양
(침해품 1대
를 제작, 공동
피에게 판매)
에 비추어 실
시료 상당 손
해를 인정하
는 것이 부적
절하다고 판
시.

게 임 기
및 게임
소프트웨
어

- 공개 후 등록시까지의 실시기간(1년 가량)
동안에 대한 통상실시료 상당 보상금 청
구
- 게임기를 제조,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매출총액의 10%로 실시료율 인정
- 침해자의 매출로 인한 이익률이 32%인 사
정 참작

지관가공
장치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기존 실시료율 3%를
그대로 적용(위 3%에 기여율등 해당 고안의
특징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추가
고려 필요 없다 함)

제3자
예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가 침해자인 피
고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단위당 실시료율
39%(원고의 전용사용료/원고 매출액)을 그
대로 피고의 매출액에 곱해 금액 산출

제3자 계약의
예(특수한 형
태)

원고와 제3자(홍진테크)와의 사이에 기존 실
시계약 내용
- 가스렌지 1대당 1000원의 실시료
- 피고의 침해품 판매수량:274,350개
실시료 상당 손해 274,350,000원 인정

제3자 계약예

상표(전
용사용권
침해)

휴 대 용
가스렌지

- 10 -

- 공개 후 실
시에 대한
통상실시료
상당 보상
금(65조)

계약

[저작권 침해 사건]
- 원고의 동영상 강의 저작권이 온라인에 불법 유포됨으
로써 저작권 침해 발생
- 포털 사이트를 간접침해자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법 125조 2항(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
는 금액)에 기해 청구(1강 당 1000원, 40강에 4만원,
피고 포털에서 침해물이 조회된 횟수에 1000원을 곱
해 금액 청구)
- 제반 사정을 상세히 참작

서울고등법원 2016.
15 11. 3. 선고 2015나
2049406 판결

① 원고 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 41편을 한 달 동
안 40,000원에 시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1
편을 시청하는 가격이 단순 계산상으로는 약 1,000원
으로 산정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만 무단으로 업로드 및 재생되었던 것은 아
니고, 네이버, 판도라티비, 엠군미디어 등에도 업로드
및 재생되어서 원고의 매출 감소액 등을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하는 경우와 원고 사이트
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
우는 그 조회 수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되
고 여러 번 재생됨으로 인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는
하였지만, 1회 노출당 실매출이 비교적 적고 피고 사
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중 이 사건 동영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동영상으로 피고가 얻은 광
고수익이 많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동영상 게시물의 재생시간도 제각각인 점, ⑥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2013. 7.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25.
무렵까지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약 200만
회인 점, ⑦ 엠군미디어와 판도라티비는 원고의 저작
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곧바로 동영상 삭제 또는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는 40개의 동
영상을 삭제하고 그 동영상을 올린 피고 회원들에게
경고 조치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⑧ 관련
판결은 엠군미디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
정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 조회 수 1회당 약 1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조회 수 최대 200,000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
2050768)의 조정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이 16,000,000원
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회 수 1회당 약 15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조회 수를 150,000회로
줄이고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한편 관련 판결에서 판도라티비
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동영상 조회 수 1회당 약
2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33,000,000원으
로 인정하였고,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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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이용료
판단에 있어
실시료율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제
반 증액, 감액
사유를 자세
히 반영(의미
있는 선례)
①~⑤, ⑩: 감
액사유
⑥, ⑦: 증액
사유
⑧, ⑨: 제3자
선례 참작

71543)의 조정절차에서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는
데 이는 같은 손해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
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로 인하여 원고
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400,000,000원(조회
수 1회당 약 2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인코더 파일이
온라인에서 불법 배포된 사안에서 포털사
이트 운영자인 피고에게 침해 방조책임을
물은 사안
- 원고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수가 많은 것은
무상제공이었기 때문이고, 유료제공하였다
면 다운로드 횟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운로드 횟수 x
다운로드 파일 당 통상실시료(1800원)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16
2010가합91614 판
결

계 단 식
파이프라
인을 이
용한 멀
티미디어
데 이 터
병렬 처
리 장 치
및 그 방
법

대구지방법원 2010.
17 7. 22 선고 2009가
단56624 판결

오수처리
장 치 와
방법

제3자에 대한 원고 특허의 실시료율(공사대
금의 6%)를 피고의 이 사건 특허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 실시료율로 적용하여 공사대금
3억원 x 6%를 손해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18
2010가합88946 판
결

반도체패
키지 제
조공정용
절단 및
핸 들 러
시스템

원고가 매출액 x 실시료율(10%)의 상당실시료 손해를 구한데
대해, 통상 실시료율이 10%라고 볼 증거 없다고는 이유로
직접 상당손해액 규정을 적용하여 3,000만원을 인정(실제로
는 10% 적용한 것과 근사한 금액)

포 장 재
권취장치

침해 기간 동안의 상당 실시
료를,
22,605,392원(=피고의 매출신
고 합계액 4,203,113,000원 ×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영업이
익률 평균치 0.0303 × 기술기
여도 0.25 × 평가지표 요소반

의정부지방법원
19 2009. 2. 6 선고
2007가합187 판결

- (직권으로) 변론 전취지에 의한 상당 손해
액 인정에 나아감. ① 피고가 이사건 인코
더를 제공하는 사업의 방식, ② 그 과정에
서 얻게 되는 무형의 이익의 내용,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종전 거래의 내용, ④ 피
고의 실시기술인 x264가 인코더에 의하여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3억 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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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요소
를 고려하되,
대체로 합리
적 실시료를
감액하는 요
소로 활용

제3자 계약예

- ‘기술요소법’을 적용하여
기술기여도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실시료율을
산정한 드문 예.
- 특히 ‘상관행 기술기여도
x 평가지표 요소반영율’
의 산정식은 기술가치

영률 0.71) 으로 산정함
- 서증
- 감정촉탁
- 사실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 2009. 6. 4 선고
2008가합93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1
2002가합71707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2
2003가합74949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23 7. 25 선고 99나
47640 판결

포장지

제 초 제
화합물

수류탄

지관

평가방법론에서 기술기
여도 제한에 사용되는
‘다우케미컬 기술요소법’
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
원의 손해액 산정에 기
술가치평가 방법론이 사
용된 흥미로운 예임.

-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고안
에 대한 사용료로 지대 1매당 1.5원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은 선례를 근거로
- 피고의 특허침해 매출수량총액에 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액을
인정
- 102,924,034원(=68,616,023매×1.5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
- 원고가 특허 침해책임이 부정된 기간동안
의 실시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 일본에서의 화학제품 평균 실시료율
5~7.1%인점
- 원고 특허의 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이 지
출 상당한 점
- 원고가 외국 기업들과 매출액 6.5%의 실
시료 율로 계약해 오고 있는 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매출 기여도가 2/3인
점 근거로
통상실시료율을 3%로 인정하여 피고의 매출
액에 곱하여 부당이득(실질적으로 실시료 상
당 손해)액을 인정

제3자
예

계약

- 제3자 계약
예
- (외국) 시장
에서의 해당
기술분야 평
균 실시료율
-특허발명의
침해물건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고려

- 원고 특허발명(수류탄)의 실시료율을 매출액의 1.5%로 인
정, 실시료 상당 손해를 산정
- 154,312,171원(10,287,478,100원 × 1.5%)
- 특허발명이 침해품 성능에 기술적 기여도 100%인 점 등
고려하여 실시료율을 매출액의 3%로 인정
- 증거로 인정된 매출총액에 위 실시료율 곱해 실시료 상당
손해를 인정
- 이 사건 특허를 두고 제3자 간에 매출액의
3%가 실시료율로 제시되었던 한 전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4 2003. 2. 13 선고
96가합6616 판결

일 회 용
기저귀

- 원고와
공동원고
사이에
제품별로
0.3%~3.5%의 기술사용료율이 적용된 전
례등을 근거로

제3자 및 당
사자 계약 예

- 상당실시료율을 제품 순 매출액의 2.5%로
인정
25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어스앵커
브라켓

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 “지식재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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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분야에 대
한 거래계 실시료율

현황조사 연구ㆍ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 '업
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
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인 점
판결

③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
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
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을 종합
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
율은 5%로 봄

을 다양하게 거시하
여 상당 실시료율을
책정
- 객관성 면에서 진일
보한 판결이나, 기
타 고려요소에 대한
심리나 설시는 없는
아쉬움.
- 원래 청구인 침해손
해배상이 소멸시효
완성되어 부당이득
청구원인이 되었기
때문일수도

7,605,648원(= 152,112,960원(총매출
액) × 5%)을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
으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6
2008가합107370 판
결

드럼세탁
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
원 2011. 9. 15 선
27
고
2008가합1164
판결

상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상표

28

- “드럼 세탁기는 ① … ⑩ 등 약 10개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구성부분 중 ②에 관한 특허로서, 이는 개척
발명이 아니라 개량발명인 점,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 매출소득을 얻은 것
은 이 사건 특허발명 뿐 아니라 피고의 브
랜드 인지도, 유통망, 외관의 디자인, 마케팅
등의 자본적, 경영적 요소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 제품의 세탁기 전체 판매
가는 평균 약 45만 원인데 비해 드럼 내부
에 설치된 리프트의 제조원가는 9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판매금액 대비 국내
실시료율은 평균 4.2% 정도인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드럼 세탁기
제품의 판매액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0.5%로 봄이 상당”

거래계의 평
균실시료율 +
기여율을 고
려한 유형
(기여율 고려
가 큰 영향을
미침)

-통상사용료 x 침해품 판매가액의
산식으로 손해 인정.

복수의 감정결과 가운
데 ‘수익접근법에 의하
여 피고의 이익액과
통상사용료가 동일하
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것’은 배척

원고 상표의 사용료 약정
2003~2004년: 매년 순매출액의 7%,

당사자간 기
존 계약 실시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사용료 상
당 손해를 감정인의 통상사용료
감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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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년: 매년 순매출액의 10%
- 위 기간 동안의 순매출액을 확정하여 위
사용료율을 곱해 사용료 상당손해 인정

2007가합103098 판
결

료율

- 원, 피고간 약정 상표 사용료율 4%를 매
출액에 곱하여 상당손해액을 산출
-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비난가능성 ① 피
고들이 상표를 사용하게 된 배경, ② 원
고들과 피고들의 상품 및 영업의 동종성,
③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기간,
④ 그 동안 피고들이 보여준 태도와 권리
침해의 고의성, 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감안하여 손해액을
증액(133,155,798 -> 170,000,000)
- 위 과정에서 67조 3항에서 (직권으로) 67
조 5항으로 적용

- 상당 사용
료 증액(제
반 요소 고
려)

서울고등법원 2004.
29 10. 5 선고 2003나
78450 판결

상표

특허법원 2019. 4.
30 12 선고 2018나
1596 판결

상표

매월 매출액 x 1%의 기존 브랜드 사용계약
상 사용요율을 적용

당사자간 기
존 계약 실시
료율

특허법원 2019. 2.
31 22 선고 2016나
1967 판결

상표

총 매출액 x 3%의 사용료율 적용
(감정인 감정)

감정인 감정
사용요율 적
용

- 67조 3항을
5항으로 바
꾸어 적용

- 원고가 구 상표법 67조 2항에 기해 상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제5항을 적용하면서, 손해액 결
정의 참고로 사용료 상당 손해액을 산출,
설시함
-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기해 해외 기업
의 브랜드 사용료가 매출액의 1~3%인 점,
특허법원 2020. 5.
32 22 선고 2019나
1821 판결

상표

특허청의 2013년 국내기업 동종업계 평
균상표사용료율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해 매출 규모별 상표사용료율을 구체적
으로 거시한 뒤, 평균값이 매출액의
1.5~2%이라는 점,

- 이 사건 상표는 피고가 침해행위를 시작
할 당시 등록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
았으며 매출액 규모 및 인터넷 포털사이
트 검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일
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은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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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건이지
만, 합리적 실
시료(사용료)
산정의 근거
를 비교적 구
체적으로 제
시한 모범으
로 생각됨.

등을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원고가 동종업계
의 다른 사업자와 이 사건 상표의 사용계약
을 체결할 경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
품의 매출액 중 약 1~2% 정도의 금액을 사
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
특허법원 2019. 6.
33 21 선고 2017나
26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34
2016가합552302 판
결

서울중앙 2018. 1.
26.
35
2015가합575223

상표

당사자간 기존계약에 근거하여 매출 총액 x
사용료율 5% = 상당 사용료 손해로 인정

당사자가
존 계약

부정경쟁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유명프로그램 이름들
을 피고가 무단 이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한
데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호 사용
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원고가 제3자에게 제호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 및 각 요율을 근거로 사용료
상당 손해액을 인정
- 피고 매출(입장권 수입) x 10%

제3자와 계약
예

건설장비

- 실시료 근거로 제출된 자료에 사용료 외
에, 침해로 인한 소송상 합의금도 포함되
어 있고
- “원고와 제3자 간 실시계약 등 실시료
상당액 인정할 근거 없다” 설시

서울중앙 2018. 12.
13.
2016가합
502475(본소)
36
2016가합575398(병
합)

침해자인 피고 B의 침해기간 동안 전체 매
출액은 7,920,474,181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합계는 713,027,443원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X, Y 등과 사이에 청구항
발명에 대해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각 실시계약에서 정해진 실시료는 출
고가(통상 판매가의 40%정도)의 4~6% 정도
이다.
사무용품

- 원고가 피고 B와 실시료율 4%를 기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침해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는 약 285,000,000
원(피고의 실시제품 총 판매량 약 70만개
x 피고 실시제품 중 침해제품이 차지하는
추정비율 약 88% x 개당 판매가 29,000원
x 출고가 비율 40% x 실시료율 4%)

기

거래계 실시
료를 중요한
인자로 암시

제3자 실시계
약의 선례(만)
고려
할증 없이,
7항
적용해
오히려 약간
감액

-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은 (7항에 따라)
280,000,000원이 상당하다.
서울중앙 2018. 7.
13.
37
2017가합507415

배관용품

- 피고는 원고 ‘자동융착기’에 관한 원고의
특허침해품을 수입하여 그 거래처 2군데
에 1대씩 임대하였다.

- 16 -

변론 전취지
에 의해 침해
대수만큼 임
대료 상당액

- 피고의 위와 같은 임대행위로 인해 원고
가 동 수 상당의 특허품 매출감소의 손해
를 입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다만,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각 자동융착
기의 월 임대로는 250만원 가량이다.

의 일실손해
를 입은 것으
로 취급

- 따라서 7항에 따라 원고는 500만원 가량
의 (임대로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
다.

고려사유

건수

비율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5

9%

②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17

31%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9

17%

④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7

13%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0

0%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이익률, 침해자와 경업여부, 라이선

4

7%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1

2%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5

9%

⑨ 침해품(방법)에서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혹은 특허구성의 장점

5

9%

1

2%

스 정책 등)

에 대한 선전광고)
⑩ 기타 기여율

※

법관에 의한 상당 손해액(제7항)이 함께 적용된 비율: 30% (=11/37건)

[판결 원문의 해당 부분 DB]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8109 판결
원고는 1996년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이후 다른 기관에 실시권을 허여하기 시
작하여 2005. 11월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마찰이동용접기술에 관하여 외부기관에 허여한 실시권은
114건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간 실시료 등 비용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처음 실시권설정계
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실시허여비용(license

issue

fee)을

지급받고,

연간

기술료(annual

technology access fee)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회원과 그렇지 아니한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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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료를 영업소 단위별로 차등 징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권설
정계약을 체결해 왔다(마찰교반용접기의 제작, 판매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상의 실시료도 방법 발명의
사용에 대한 실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 국내회사인 C, D, E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실시료를 징수해왔으며, 원고와 위 국내회사들 사이의 계약내용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시허여 비용,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통한 연간 실시료
의 차등 징수와 같은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2004년 이래 청구하거나 징수해온 연간 실시료 수액이 각 실시권자별로 거의 일정하고, 이
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실시료 수액에도 거의 근접한다.
원고가 2004년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체결하여 온 각 실시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원 또
는 비회원에 대한 실시료의 주요 내역은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4
년부터 2014년까지는 별지(2) 내역표의 '비회원실시료환산액'란 기재 각 연도별 해당 금액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구 특허법 제128조 제3
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위 내역표의 '비회원실시료환산액'란 기재 각 연도별 해당
금액의 합계인 399,168.33파운드가 된다. 이를 원고의 대용급부권 행사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
산하되,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5. 19. 당시의 '매매기준율인
1파운드당 1,724.35원(공지의 사실)'의 비율로 환산하면 688,305,909원(= 399,168.33파운드 ×
1,724.35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320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이후 다른 기관에 실시권을 허여하기 시작하여
2005. 11월을 기준으로 원고가 허여한 실시권은 114건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연간 실시료 등 비용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처음 실시권설정계
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실시허여비용(license

issue

fee)을

지급받고,

연간

기술료(annual

technology access fee)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회원과 그렇지 아니한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를 영업소 단위별로 차등 징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권설
정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고는 적어도 2004년부터 국내회사인 G, H, I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실시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실시료를 징수해왔으며, 원고와 위 국내회사들 사이의 계약내용도 다른 회
사들과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시허여비용,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통한 연간 실시료의
차등 징수와 같은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2004년 이래 청구하거나 징수해온 연간 실시료 수액이 각 실시권자별로 거의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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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4년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체결하여 온 각 실시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원 또
는 비회원에 대한 실시료의 주요 내역은 별지(2)의 '연도별 실시료내역'란 기재와 같다.
판단: 1)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
까지(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들의 침해행위기간, 다만 피고 B의 경우는 그 중 2009. 11. 3.
부터 2014년까지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별지(2)의 '연간
실시료 내역'란 기재 각 연도별 해당 금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최종 연도인 2014년의 실시료액을 적용하여 통상실시료 상당 손해
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1)하나, 그와 같이 산정할 근거 없다.
3) 위 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침해행위를 이유로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각 연도별 통상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액 및 그 각 연도별 손해배상
액에 대한 2014. 12. 31.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을 별지(2)의 '
피고별 인용금액 계산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아래 표[별지(2)의 계산결과와 같은 내용임]
의 기재와 같이 된다.
4) 이를 원고의 대용급부권 행사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되,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
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7. 19. 당시의 '매매기준율인 1파운드당 1,499.30원(공지의 사실)'의
비율로 환산하면, 다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41599 판결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주장 판단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
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
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
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또는 당해 침해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
1500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1. 6월 무렵 매월 650만 원의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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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고,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금액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월 650만 원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침해자의
매출액의 7%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
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2014. 5. 22.부터 2014. 12.
31.까지 월 6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47,596,774원{= 650만 원 × (7 + 10/31)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67925 판결
원고는 특허료 추납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미리 그 액수와 법정기간 마감일을 안내받고 그에 따라
법정 추납기간 마감일인 2000. 2. 21. 피고 B에게 추납 특허료 전액(378,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들 직원이 착오로 원래 특허료 상당액(189,000원)만을 특허청에 납부하였고, 이러한 특허료 미
납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처분을 받게 되었
는바, 피고들 직원은 특허출원 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중
략)
(1)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료로
서 51억 7,400만 원을 얻을 수 있었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술가치는 61억 6,500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
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2006년 여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기
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실시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화
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6년경까지는 이 사건 기술이 특허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일실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은 ① 이
사건 기술이 특허등록되었을 경우 2007년부터 특허존속기간 만료시기인 2016년까지 원고가 실시계
약 체결로 인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료 상당액, 그리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
허권을 기초로 사업화를 추진하였을 경우 이 사건 기술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가치 상당액으
로 봄이 상당한데, 감정인 ---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예상되는 실시료는 17,482,000원이고, ② 이 사건 기술을 2008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사업화하였을 경우의 기술가치 추정액은 1,90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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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합75902 판결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고(특허법 제128조 제3항),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최소한 통상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진다
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128조 제5항), 갑 제15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제품은 2003. 10.경부터 제
조

·

판매되었는데,

그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2003년에는

1,472,338,000원,

2005년에는

125,587,000원, 2006년에는 140,694,000원으로 연 평균 매출액이 579,539,666원{=(1,472,338,000원
+125,587,000원 +140,694,000원)÷3, 원 미만은 버림}인 점, ② 이 사건 특허는 BDD와 UDCA를 단
순 배합하는 이외에 배합자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서 위 각 구성성분에 관한 의사의 처방
혹은 위 각 구성성분의 동시 복용으로도 위 특허와 동일한 효과에 이를 수 있어, 특허로서의 효용
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③ 또한 피고 제품은 BDD만을 함유한 제품과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
계에 있어(원고도 BDD만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고, 다수의 제약회사가 이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피고 제품의 매출이 전적으로 이 사건 특허의 실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료를 약 2% 정도
로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시
료의 주장 · 입증 없이 막연히 의약조성물의 경우 통상의 특허에서 인정되는 매출액 대비 4~5%보
다 높은 비율의 통상 실시료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매출액
규모와 침해기간, 실시료율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약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 갑3호증, 갑9호증, 갑14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성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특허발명들을 실시하여 제조한
CD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을 실시료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외부 직경이
90㎜이상 130㎜이하인 CD에 대하여는 1장당 미화 3센트의 실시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조·
판매한 CD의 외부 직경은 1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 제조·판매한 CD의 월별 수량이 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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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손해액 계산표 ‘① CD수량’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함(그 구체적 수치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
령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재고수불장, 기간별입출고현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갑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달러에 대한 원화의 월별 최저기준환율은 별지 손해액
계산표 ‘② 환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계산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월별로는 별지 손해액 계산표 ‘③ 손해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금
832,129,970원이다.

7.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8나6871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실시권을 부여한 3개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는 특허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2004. 12. 7. 대림종합건설
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대림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도급금액(공급가액)의 5%를 실시료로 받
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
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피고 회사가 실시권을 부여한 공사들 각각의 공급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8.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3조의2 1항이나 2항을 위반
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법 14조의2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원고와 피고가
1995. 8. 31.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실시료를 판매대금의 15%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기
술제휴계약의 약정기간은 7년으로 2002. 8. 31.까지이고, 피고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
여 판매한 것은 그로부터 3년에서 10년 후인 2005. 8.부터 2012. 9.까지이어서 그 때에도 판매대금
15%의 기술 실시료가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은 기술제휴계약
에서 제공받기로 한 기술내용의 상당 부분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니며, 원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영
업비밀 또는 고유기술을 제공하면서 약정한 기술 실시료의 액수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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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봉강절단기 제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이고, 피고는 1995년 당시 원고의 첨단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장치, 기술, 노하우와 도면에 표시된 자세한
수치, 허용 오차 등을 역설계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확히 취득하는 것은 어렵고, 피고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2년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침해한 원
고의 영업비밀은 수치·허용오차·재질 등, 피절단재 자동위치결정장치(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봉재
송달장치(웜기어기구, 체인텐션장치, 댐퍼기구, 회전각도 검출기구), 봉상부재 절단기 송달장치(클러
치장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리프트 롤러장
치, 커버 부품),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등 원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
심적인 상당한 분량의 기술정보로 보이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의 기술 실시율이 판매대금의
최고 10%이고,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기술 사용료는 그보다도 높은 판매대금의 15%이었던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판매대금의 10%로 평가
함이 타당하다.

9.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상표)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자와 제3자와 사이에 상표권 사
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
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신축세대 1세대 당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는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상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즉,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와 제3자 사
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합의된 1세대 당 100만 원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
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
축세대가 400세대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
의 손해액은 4억 원(= 400세대 × 100만 원/세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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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전주)2016나13128 판결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으로 정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의 가치,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해
당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
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특허사용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16,129,032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
다.
① 원고가 유한회사 전주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체결하였다는 2013. 3.
18.자 신기술 사용계약서(갑 제8호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신기술 사용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권리를 소유한 환경부신기술 인증제385, 검증제154호의 기술사
용 및 그 시설의 설치 운영권과 그와 관련한 혜택을 유한회사 전주환경이 보장받도록 하는 데 본
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협조)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회사 내에 신기술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건 신기술의 발전과 관
련하여 관련 공사에 신기술의 설계 반영 및 공사수주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며, 관련 자
료를 적극 공유한다.
제5조 (기술사용료의 지급) - 신기술 기계장치 및 협약금(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원고에게 본건 신기술 사용계약 후 기계대금(부가세 별도)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연장 시에는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은 쌍
방 합의하여 협약비를 결정한다.
제9조 (계약기간)
원고와 유한회사 전주환경의 계약기간은 2013. 3. 18.부터 2015. 12. 19.까지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위 신기술 사용계약상의 대금 100,000,000원에는 기계 납품대금과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위 100,000,000원의 특허사용료는 사용기간 2013. 3. 18.부터 2015. 12. 19.까지 약 33개
월에 대한 것으로 연간 사용료는 약 3,636만 원이다.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의 특허침해행위에 따
른 이 사건 장치 1대 매도대금은 3,300만 원이다.
③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의 특허침해행위는 2013년 하반기에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이 사건
장치 1대를 제작, 제1심 공동피고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들고 있는 유한회사 전주환경과의 기술사용계약의 내용과 그 태양을 달리한다.
④ 원고 측과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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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합의금액을 3,75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에 따른 손해액의 규
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추정 손해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1가합32187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9.경 일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을 하고, 그 무렵 위 특허를 실시하여 음악연출 게임기인 ‘비트매니아’ 제
품을 제작해 일본 최대의 아케이드 게임 전시회인 JAMMA 쇼에 전시하였으며, 같은 해 12.경부터
일본에서 위 제품을 판매한 사실, 그 후 피고 1이 피고 2에 의뢰해 1998. 8.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임
기의 내용, 제작시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은 이 사건 특허가 출원
공개된 1999. 4. 26. 무렵 출원공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후로 피고 2에게 게임기의 제작, 판
매권한을 양도하고 회사를 해산한 2000. 7.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은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중략)
㈐ 나아가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이익률이 32.1%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
실시료는 이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제조,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매출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2001.
10.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천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1이 1999. 4. 26.부터 2000. 7.경까지 국내에서 EZ2DJ the 1st Tracks 제품 3,800대,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제품 4,000대를 제작하여 각 평균 1,000만원에 판매하고,
위 제품 519,997,006원 상당을 제작, 수출하여, 그 매출총액이 합계 78,519,997,006원{=(3,800대
+4,000대)×1,000만원+519,997,006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1이 원고에
게 지급할 보상금은 통상실시료 상당액인 7,851,999,700원(= 78,519,997,006원×10%)이 된다.

1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삼락실업이 (나)호 고안에 의한 지
관가공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한 연간매출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였을 경우 매출총액의 3%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임은 명백하므
로 그 기여도를 100%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연간매출액에 위 3%를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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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지관가공장치의 전체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아니고 그 중 후로
킹 공정, 건조공정 등 성형된 지관에 대한 일련의 마무리 가공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기는 하지만, 그러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품 전체(완성품)에 대한 기여도를 100%라고 단정하기는 어려
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여도를 100%라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점을 지적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하여 원고 임동순이나 원고들이 체결
한 기존의 각 실시허락계약을 보면 매출금액의 3%를 통상실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실시
료율 3%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내용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실
시료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통상실시료 상당의 금액을 손
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위 실시료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의 연간매출액에 위 3%를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
해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
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198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상품화사업계약에 따라 기아타이거즈에게 2014. 2. 10.부터 1년간의 상표권사용료
로 4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2014년 제품매출액이 1,125,892,6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 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 실시료 상당액(= 상표전용사
용료 ÷ 원고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단
위당 실시료상당액 0.3908원(= 440,000,000원 ÷ 1,125,892,694원, 소수 4째 자리 미만 버림)에 상
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매출액을 곱한 25,597,400원(= 0.3908원 × 65,500,000원, 원 미만 버
림)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단가는 재고소진기간 내에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판매하는 고급형유니폼의 단가가 62,000원, 보급형유
니폼의 단가가 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그 단가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
하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
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
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4. 서울중앙 2010. 11. 19. 선고 2009가합146440 판결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
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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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4. 홍진테크 주식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진테크 주식회사로
부터 그 실시료로 가스렌지 1대당 1,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홍진테크 주식회사는
2004년경부터 2005. 10.경까지 원고에게 실시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위 침해기간 동안 위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는 가스렌지 1대당 1,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제품들 판매량 합계가 274,350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 상당액인
274,350,000원(= 274,350개 × 1,000원)이 된다.

15.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원고는,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41강으로 구성된 이 사건 동영상의 1개월 수강료가 4만 원이
므로 1강당 1,000원(≒40,000원/41강)으로 계산하여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조회 수에
1,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 5,116,047,000원 중 일부인 1,534,814,100원(조회 수 1
회당 3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
액에 상당하는 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한 달에 4만 원 또는 1회 조회에 1,000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인이 원고
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유료로 시청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서 순수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피고 또는 피고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의 이용 허락을 받아 피고 사이트나 티비팟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동영상은 한 달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
면 4만 원이나 유료 수강을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동영상 1편당 시청 가격이 약 1,000원이라 하더라도 그 전액을 원고의 수익이라고 볼 수
는 없고, 원고 사이트 운영비, 전자결제 비용, 기타 강의 제작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원고의 수익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는 힘들고, 달리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5, 18, 19, 20, 30호증, 을 제8, 9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사이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 41편을 한 달 동안 40,000원에 시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1편을 시청하
는 가격이 단순 계산상으로는 약 1,000원으로 산정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 사이
트에만 무단으로 업로드 및 재생되었던 것은 아니고, 네이버, 판도라티비, 엠군미디어 등에도 업로
드 및 재생되어서 원고의 매출 감소액 등을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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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하는 경우와 원고 사이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동영
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그 조회 수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여러 번 재생됨으로 인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는 하였지만, 1회 노출당
실매출이 비교적 적고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중 이 사건 동영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동영상으로 피고가 얻은 광고수익이 많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동영상 게
시물의 재생시간도 제각각인 점, ⑥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2013. 7.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25. 무렵까지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약 200만 회인 점, ⑦ 엠군미디어와 판도라티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곧바로 동
영상 삭제 또는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는 40개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동영상을
올린 피고 회원들에게 경고 조치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⑧ 관련 판결은 엠군미디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
건 동영상 조회 수 1회당 약 15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조회 수 최대 200,000회를 기준으
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
2050768)의 조정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이 1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회 수 1회당 약
15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조회 수를 150,000회로 줄이고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한편 관련 판결에서 판도라티비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동
영상 조회 수 1회당 약 2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33,00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71543)의 조정절차에서 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같은 손
해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인 점 등의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
건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400,000,000원
(조회 수 1회당 약 2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0가합91614 판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와 같은 사용자 제작 컨텐츠(UCC, User-Created
Contests) 사업자들은 무료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광고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사정에 비
추어 피고가 피고 실시 기술이 포함된 팟□코더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고와 관련
된 여러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형의 이익을 누려 왔음을 알 수 있으나, 피
고가 위와 같은 제공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로드 횟
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료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고 만일 유료
로 제공되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카피 수만 거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가 주장하는 실시료 상당의 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료 다운로드 회수에 근거하여 실시
료 예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와 같은 사업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포
함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고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이 상
당하다.
갑제 10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팟□코더를 제공하는
사업의 방식,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무형의 이익의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종전 거래의 내용, 피고의 실시기술인 x264가 팟□코더에 의하여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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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피고에게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을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7. 대구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가단56624 판결
원고는 피고○○신환경과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원고도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 상당액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금액은 3억 원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는 공사금액의
6%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신환경
은 이 사건 제4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8.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사용지
역이 아닌 곳에서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한 데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1,300만 원(= 3억 원 × 6% 0만 원)이라 할 것이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88946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통상 실시료율이 매출액의 10%임을 전제로 특허법 제
128조 제3항에 따라 31,200,000원[= 312,000,000원(피고 실시제품의 매출액) × 10%]의 실시료 상
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8.

11.

13.

피고

실시제품

중

모델명

'dss-hse01132' 제품 1대를 에스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에게 312,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특허 제1항 발명 및 제9항 발명에 관한 특
허권의 통상 실시료율이 피고 실시제품의 매출액의 10%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 실
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특허 발명의 특허권 침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
는 자료가 없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
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피고의 매출액,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를 실시한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용 절단 및 핸들러시스템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
어 그 이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187 판결
위 침해기간인 2001. 1. 1.부터 2006. 12. 31.까지 위 임가공 및 가공판매로 인한 피고 운영 ○○
산업의 매출신고액은 4,203,113,000원[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합산한 2001년도 매출
신고액

208,453,000원+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매출신고액

3,994,660,000원

(4,036,351,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이른다.
(3) 한국은행 경영분석자료에 근거한 합성수지(타포린) 제조업이 속한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처리업
산업분야의 매출액영업이익률[2)]에 관한 2001.부터 2006.까지의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4)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이 기술적 기여요소로서 피고의 매출이익에 공헌하는 비율은 그 외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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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영적, 기업외적 기여요소와 균등하게 25%로 추정되고, 위 기술기여도 중 평가지표요소반영률
은 위 실용신안권의 가치와 기능이 생산제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기술구현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71%로 추정된다.
결국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의 실시료에 대한 2001.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실시료(실용신안권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는 22,605,392원(피고의 위 매출신
고 합계액 4,203,113,000원[3)]×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치 0.0303×기술기여도 0.25×
평가지표요소반영률 0.71 ; 원 미만 버림)이된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9315 판결
원고는 2007. 3. 16. 소외 ○○산업㈜와 사이에 실용신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사용료로 지대 1매당 1.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중략) 원고가 소외 ○○산업㈜와 사이에 직접 체결한 실용신안
권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지대 1매당 1.5원)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사용대가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부터 2009. 3.까지 제조하여 ㈜○
○사료에 공급한 지대는 총 68,616,023매(2002년 6,632,579매, 2003년 10,313,510매, 2004년
204,900매, 2005년 9,632,100매, 2006년 11,956,630매, 2007년 14,508,100매, 2008년 11,342,304
매, 2009년 4,025,900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
록고안에 대한 사용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합계 102,924,034원(=68,616,023매×1.5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금액이 피고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액이 된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가합71707 판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통상실시료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인 통상실시료율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0, 1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본에서 의약품 기타 화학
제품 분야의 선급금 없는 경우의 평균실시료율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5%, 1992년부터 1998
년까지의 7.1%인 사실, 이와 같은 실시료율은 다른 기술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4위 정도인 사
실, 원, 피고들을 포함한 농약제품 제조 회사들이 농약제품의 개발에 투여하는 연구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최근에 PSE 제품과 유사한
화합물인 제초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영국을 포함한 24개국에 실시권과 재실시권을 부여하면서 매
출액의 6.5%를 실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엘△가 1999. 12. 24. 제3자로
부터 고활성 제초제의 특허권을 이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의 경상이익이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0%를 상회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PSE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2/3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가)호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료율은 3%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을제2호증의 2의 기재(쌍방 모두 위 증거에 기하여 매출액을
계산함에

다툼이

없다)에

의하면

피고

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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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1995년부터

2001.

8.

20.까지

14,95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통상실시료 상당의 448,680,000원(=14,956,000,000원×0.03)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2002. 11.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3가합74949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피고의 확인대상 수류탄 제조 방법의 효율성(을 제14호증, 증인 육ㅇㅇ
의 증언), 피고와 안ㅇㅇ 사이에 체결된 1997. 3. 29.자 특허실시권 및 기술이전 계약상 양도 대가,
위 수류탄 제조ㆍ판매로 인한 피고의 이익률(이 법원의 현장검증시 4 내지 5%라고 진술하였다), 수
류탄의 제조ㆍ판매에 있어서의 특수성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통상실시료는 이를 사용하여 수류탄을 제조ㆍ판매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매출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10. 31.부터 2002. 1. 31.까지 제조ㆍ판매한 확인대상 수류탄의 매출총액은 합계
10,287,478,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98. 10. 31.부터 2002. 10. 9.까지 제조ㆍ판매한 확인대상 수류탄
에 대한 통상실시료 상당액인 154,312,171원(10,287,478,100원 × 1.5%) 및 이에 대한 2005. 1.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3. 서울고등법원 2000. 7. 25 선고 99나47640 판결
갑제10호증의

1,2

갑제16호증(각

사용계약서)

갑제15호증의

2(부가세신고내역)

갑제15호증의

4,7,10,13 갑제28호증의 2 갑제29호증의 3(각 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예산세무서장 및 특
허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락실업이 (나)호 고안에 의한
지관가공장치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한 연간매출액은 별지 계산표 ① 기재와 같고(1998년도 매출액
은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1998. 1. 1. 부터 가처분집행 무렵인 6. 30. 까지의 매출액으로 계
산),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통상실시료는 등록고안을 사용하였을 경우 매출총액의 3% 상당이라 할
것인데, 위 등록고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임
은 명백하므로(피고측 증인 정▲섭의 증언 참조) 기여도를 100%로 보아 위 매출총액을 등록고안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매출액으로 추정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는 별지 계산표와 같이 원고 조◎환
에 대하여 47,763,077원, 원고 임▽순에 대하여 344,357,914원이 된다(원미만 버림).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 13 선고 96가합6616 판결
을 제67, 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벌리는 피고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재질의 팬티형 기저귀와 성인용 흡수성 팬츠를 생산, 판매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대◇펄
프에 대하여 원고 킴□리 클◇크와 이 사건 특허 등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특허실시료를 제안한 사실 및 원고 킴□리클◇크는 1995. 1. 1.부터
1997. 10. 31. 사이에 원고 유□▲벌리와 사이에 연구 ㆍ 개발비 상환, 통합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종류에 따라 판매가격의 0.3%~3.5%의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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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킴□리 클◇크가 이 사건특허 등에 관하여 통
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는 피고의 이 사건 팬티형 제품 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
이 상당하다.

25.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28, 65 내지 70호증, 을 제3 내지 10, 36,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
위(제1 피고제품을 기 임대하여 2012. 10. 25.까지 임대료매출금액이 발생한 부분 포함)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81 내지 83호증, 을 제39, 40, 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 “지식재산분쟁 현
황조사 연구ㆍ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 '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갑 제82호증의 1, 2, 3), ②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을 제39호증의 137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
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을 제40호증의 2면)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으로 7,605,648원(= 152,112,960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08가합107370 판결
드럼 세탁기는 ① 세탁수를 수용하는 수조 ( 터브 ), ② 수조의 내부에서 세탁물과 함께 회전하는
드럼 , ③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 ④ 세탁기의 최외곽을 형성하는
캐비닛 , ⑤ 위 수조를 캐비닛 내에 진동을 억제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스프링 , 댐퍼 등의 지지구
조 , ⑥ 캐비닛 전방에서 사용자가 세탁물을 넣고 빼기 위한 도어부 , ⑦ 캐비닛 전방 상단에서 사
용자가 조작하는 다수의 버튼 등을 구비한 조작 패널부 , ⑧ 조작 패널부를 통한 사용자의 버튼 입
력 , 세탁물 . 세탁수의 양의 감지신호 등을 기초로 급수의 개시 . 정지 , 배수의 개시 . 정지 , 드
럼의 회전 . 정지등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 ⑨ 급수 및 배수와 관련된 배관 , 밸브개폐 등의
구조 , ⑩ 세제 , 섬유유연제 등의 투입 구조 등 약 10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외에도 피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39 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구성부분 중 ② 드럼 내부의 리프트에 관한 특허로서 이는 개척발
명이 아니라 개량발명인 점 ,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위 매출소득을 얻은 것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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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발명 뿐 아니라 피고의 브랜드 인지도 , 유통망 , 외관의 디자인 , 마케팅 등의 자본적 , 경
영적 요소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 피고 제품의 세탁기 전체 판매가는 평균 약 45 만 원인데
비해 드럼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의 제조원가는 900 원 내지 2000 원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전기 . 전자제품에 관한 판매금액 대비 국내 실시료율은 평균 4.2% 정도인 점 등을 종
합하면 , 피고의 별지 ‘ 피고 제품 ’ 목록 기재 드럼 세탁기 제품의 판매액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실시료율은 0.5% 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5,960,909

원

(=

47,192,181,820 원 × 0.5%, 원 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1.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2. 9.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1. 9. 15 선고 2008가합1164 판결
원고는,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서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
용료는 기존에 상표권 사용계약이 있었으면 그에 따르고,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통상적
인 사용료 등에 거래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사용료율에 침해품의 판매가격을 곱
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살피건대, 감정인 이만재의 감정결과보완결과에 따르
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원고 상표의 통상사용료는 다음과
같다(감정인 송윤기의 감정결과는 수익접근법에 의하여 피고의 이익액과 통상사용료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통상사용료 감정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0. 23.부터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4년도 통상사용료를 일
할 계산한 금액 22,577,868원(= 2004년도 통상사용료 118,050,000원 × 70/366일, 원 미만 버림)과
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통상사용료 합계 421,387,868원(= 22,577,868원 + 121,680,000
원 + 151,240,000원 + 125,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가합103098 판결
피고 사이의 상표라이센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2).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사용료의 비율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순매출액
의 7%,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순매출액의 10%이다(제3조).
② 다만 ①항의 비율에 따른 상표사용료가 계약상의 최저보장 상표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보장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순매출액에 따른 상표사용료가 최저보장 상표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금액을 다음 연도의 4. 1.까지 지급한다(중략)
위 순매출액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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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 할 아래의 금액은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07. 9. 13.까지는 라이센스계
약에 따른 상표사용료이고,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된 2007. 9. 14.부터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액에 해당한다).
① 2003년 : 157,873,762(=2,255,339,458×7%)원 ② 2004년 : 165,299,978(=2,361,428,261×7%)원
③ 2005년 : 245,746,444(=2,457,464,443×10%)원 ④ 2006년 : 231,767,704(=2,317,677,036×10%)
원 ⑤ 2007년 : 236,553,764(=2,365,537,644×10%)원 ⑥ 합계 : 1,037,241,651원
(5)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상표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사용료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최소보장 상표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상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03년 : 76,873,762(=157,873,762-81,000,000)원 ② 2004년 : 79,299,978(=165,299,978-86,00
0,000)원 ③ 2005년 : 155,746,444(=245,746,444-90,000,000)원 ④ 2006년 : 141,767,703(=231,76
7,704-90,000,000)원 ⑤ 2007년 : 184,053,764(=236,553,764-52,500,000)원 ⑥ 합계 : 637,741,651
원

29. 서울고등법원 2004. 10. 5 선고 2003나78450 판결
피고들이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총상사용권을 부여 받으면서 그
사용료로 제품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중
략) 상표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면, 1) 피고들 상표의 사용을 포함한 카바마크 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1997. 3.부터 2004. 6.까지의 손해 115,343,664원[=
1997. 3.부터 3개월간의 3,157,380원{= (26,320,950 x 4%) + (26,312,850 x 4%) + (26,300,700 x
4%)} + 1997. 6.부터 2000. 6.까지 37개월간의 39,179,181원(= 26,472,420 x 4% x 37) + 2000. 7.
부터 2004. 6.까지의 73,007,103원(= 1,825,177,597 x 4%)]과, 2) 오리리 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1999. 12.부터 2000. 6.까지 7개월간의 손해 17,812,134원(= 63,614,767 x
4% x 7)의 합계 133,155,798원이 되는바, 이러한 손해액에다가 피고들이 1999. 12.부터 2000. 9.까
지 “오리리화장품”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중 카바마크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 생산품의 총매출액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804,380,774원인 점 및 피고들이 이 사
건 각 등록상표 및 피고들 상표를 사용하게 된 배경,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품 및 영업의 동종성,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기간, 그 동안 피고들이 보여준 태도와 권리침해의 고의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
조의2 제5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은 170,0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0.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E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K 브랜드 운영 계약'(을 제16호증) 제19조에 기한 브랜드사용료는 '매월 매
출의 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의 2017. 1. 4.부터 2017. 9. 30.까지의 매출액의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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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12,046,89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홀딩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46,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1.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피고 B의 2011. 7. 28.부터 2014. 6. 30.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으로서 앞서 본 피고 B의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 KIT 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피부자극기 매출액 및 제1심 감
정인 I이 감정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로열티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표사용료는 89,197,256원[=
2,973,241,899원{=

국내

피부자극기

매출액(KIT

상품에

포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

포함)

371,782,236원 + 해외 매출액 2,601,459,663원} × 0.03]이다. 또한 피고 B의 2014. 7. 1.부터
2016. 1. 20.까지의 피부자극기 매출액으로서 앞서 본 피고 B의 피부자극기 매출액(KIT 상품에 포
함된 피부자극기의 매출액 포함)과 제1심 감정인 I이 감정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로열티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표사용료는 1,495,620원[= 49,854,000원 × 0.03]이다.

32.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기업의 경우 브랜
드 사용료를 매출액의 1~3% 정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특허청의 2013년 국내기업 동종업
계 평균상표사용료율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매출액의 1% 미만이 전체의 16.2%(44.3%15)),
매출액의 1% 이상 3% 미만이 6.7%(18.3.%), 매출액의 3% 이상 5% 미만이 6.0%(16.4%), 매출액
의 5% 이상 10% 미만이 4.9%(13.4%), 매출액의 10% 이상이 2.8%(7.6%), 그 외는 모른다는 응답
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할 경우 전체 중 평균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략 매출
액의 1.5~2%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표는 2011. 3. 21. 등록되어 피고가 침
해행위를 시작할 당시 등록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원고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이 사건 상
표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매출액 규모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 및 F
은 각 '난다모' 표장, 'G' 및 '소맥샴푸' 등을 주된 표장으로 사용하고 탈모 관련 샴푸 등을 주력 상
품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든 ②, ⑤의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고는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와 이 사건 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매출액 중 약 1~2% 정
도의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E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E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갑 제41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E의 2015년 매출액은 1,277,955,838원, 2016년 매출액은 1,480,687,06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출액은 E의 케이크 및 제빵재료 판매매출액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매출액은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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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상당액인 137,932,144원[=
(1,277,955,838원 + 1,480,687,061원)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피고 회사의 상표권 침해
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갑 제52, 53, 54호증의 기재,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뮤지컬 공연을 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피고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판매한 입장권 수익금의 10%인 15,498,700원에 이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드라마 'AJ'의 제목, 로고, 세트촬영장 인테리어 등을 AK 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
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매월 매출액의 3%를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예능프로그램 'AL'의 제목, 로고를 유성 색연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매출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원고는 애니메이션 'AM'의 제목, 캐릭터 등을 봉제인형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계약금 1,000
만 원 및 출고가의 10%를 받은 바 있다.
피고 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입장권 판매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154,987,000원 (= 인터파크
88,572,350원 + 티켓링크 66,414,650원)이다.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5가합575223 판결
실시료 근거로 제출된 자료에 사용료 외에, 침해로 인한 소송상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와
제3자 간 실시계약 등 실시료 상당액 인정할 근거 없다”고 설시. 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을 배척하고 7항을 적용하여, 선행 실시료, 거래계 실시료, 피고의 선전 광고 내용 등을 종합 감
안하여 2,500만원을 인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합502475(본소), 2016가합575398(병
합)
침해자인 피고 B의 침해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은 7,920,474,181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당기 순이
익합계는 713,027,443원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X, Y 등과 사이에 청구항 발명에 대해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실시계약에서 정해진 실시료는 출고가(통상 판매가의 40%정도)의 4~6% 정도이다.
원고가 피고 B와 실시료율 4%를 기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침해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는 약 285,000,000원(피고의 실시제품 총 판매량 약 70만개 x 피고 실시제품 중 침해제품이
차지하는 추정비율 약 88% x 개당 판매가 29,000원 x 출고가 비율 40% x 실시료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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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은 (7항에 따라) 280,000,000원
이 상당하다.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507415
피고는 원고 ‘자동융착기’에 관한 원고의 특허침해품을 수입하여 그 거래처 2군데에 1대씩 임대하
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대행위로 인해 원고가 동 수 상당의 특허품 매출감소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
거는 없다
다만,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각 자동융착기의 월 임대로는 250만원 가량이다. 따라서 7항에 따라
원고는 500만원 가량의 (임대로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Ⅱ. 일

본

일본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0. 1. 1. - 2018. 3. 31. 선고된 東京地裁ㆍ高裁 /
大阪地裁ㆍ高裁 / 知財高裁의 판결 가운데 상당실시료 배상이 쟁점으로 포함된 것은
총 79건으로 조사되고 있다.2)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중
요한 38건을 선별하여 정리ㆍ소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기술분야 별 실시료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침해소
송에 활용해 오고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기여율, 대체기술의 존부, 원고의
실시허락 정책, 피고의 실시태양, 광고태양, 피고의 비난가능성, 반도체처럼 복수의
기술에 대해 포괄적 실시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실시료 과적 문제, 시장점유율,
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허발명이라는 점이 가지는 매출 기여도 등을 다양하게 고
려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 밖에 주목할 점으로, 공간된 판결문에 실시료율이 비밀처
리 되어 있는 경우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최근 선고되고 있는 판결에 두
드러지며, 당사자에게 실시료율이나 영업이익율 등이 중요한 영업비밀임을 감안한 것
으로 보인다.
Ａ

発明協会研究センター編「実施料率〔第５版」」

Ｂ

株式会社帝国データバンク作成「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Ｃ

当事者又は第三者との契約例

D변론 전취지
2)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実施料判定プロジェクトチーム 研究報告書 (2018), 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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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1.
인정근거

사

건
A B

C

D

발명의

인

명

칭

정

( 기 술

실

분야)

시

주요

사항

료
율
東京地裁
1

5.

28.

2004.
平15

0

(ワ)14687
東京高裁
2

9.

30.

반도체
장치

5

2004.

3

3.

10.

량 등 변론 전취지를 감안.

거래상 실시료율의 책정 논리와, 침해로 인한

平16

０

완구

12

(ネ)14３６

東京地裁

특허의 내용, 침해제품의 내용, 단가, 판매수

상당실시료율의 책정 논리가 다름을 명확히
판시

터

2005.
平15

0

0

(ワ)5813

통계자료에 의해, 건설분야에서 선급금이 없

널

단면의
표시방

는 상태의 실시료율 평균은 3.5%, 가장 빈도
3

수가 많은 실시료율은 3%인 점을 인정한 뒤,
발명의 내용, 침해제품의 대여 상대방, 계약

법

내용, 침해제품의 사용태양 등을 고려
통계자료에 의해, 전자ㆍ통신부품의 실시료율

東京地裁
4

4.

8.

을 선급금이 있는 경우 평균 3.5%, 없는 경우

2005.
平15

0

0

(ワ)3552

수

정

진동자

2

평균 3.3% 등으로 인정. 피고 제품에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이 온전히 구현된 것은 아니고
그 사용이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는 사정 등을 감안.

유도전
東京地裁
5

5.

31.

력

2005.
平15

배시스

0

템

(ワ)11238

통계자료에 의해 운송용 기계분야의 평균 실

분
이

시료율을, 선급금이 있는 경우 5.5%, 없는 경
5

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지

적용된

위 등을 감안

차량
東京地裁
6

2.

15.

2007.
平17

0

(ワ)6346
東京地裁
7

2.

27.

(ワ)16924

2007.
平15

0

1회용
기저귀

0.7

반도체
0

제조장

우 4.3%로 인정. 침해제품에서 이 사건 발명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거
래상 실시료율을 대폭 감액적용

통계자료에 기해 반도체 제조장치 분야에서
5

치

실시료율을 시기별, 조건 별로 4.7%~8%까지
자세하게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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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진 특징을 침
해제품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광고해 온 점,
피고제품 전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
이 사건 특허가 제품의 핵심적 역할
필름유닛 제품의 시장 판매량이 이 사건 특
東京地裁
8

4.

24.

렌즈가

2007.
平17

0

(ワ)15327

부착된
필름유

허의 등록 이후 크게 신장된 점
5

카메라등 정밀기기 분야의 거래 실시료는 선
급금이 있는 경우 5.3%, 없는 경우 6.8%이여

닛

5%가 가장 흔한 점
등을 고려
東京地裁
9

8.

24.

2007.

미

平18

0

0

(ワ)9708
東京地裁
10

8.

30.

11

10.

26.

2008.
平17

0

0

2007.

12

11.

19.

平18

0

0

東京地裁
12.

14.

14

11.

13.

平18

0

東京地裁
12.

24.

물

용

발톱깎

2007.
平16

7

0

즈

平18

0

0

즈

가공방

平17

0

에도 침해가 이루어진 사정을 증액요소로 삼

해당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점이 매
10

법
2008.

율을 감액

등을 감안하여 상당 실시료율을 대폭 감액

현미경
렌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낮게 보아 실시료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기여율, 무효가능성

가

공방법

2008.

실시료율 대폭 감액

음

안경렌
0

광고하여 판매촉진에 이용한 점을 고려

원고의 배타적인 실시허락 정책을 취하였음

이

(ワ)22106

15

2

애완동

2007.

(ワ)25576

東京地裁

품

제조장

침해자 스스로 침해물품을 ‘특허제품’이라고

실시료 과적을 전제로

장치

치

(ワ)6536

13

4

반도체

물

(ワ)474

大阪地裁

맛사지
기

(ワ)17182
東京地裁

용

출 신장에 큰 영향을 주는 특수성을 상당실
시료율 증액에 반영

유도전

상당 실시료와 관련하여 이른 바 25%법칙을

동

‘조악한 경험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명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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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

(ワ)21408

東京地裁
16

2.

18.

2009.
平18

0

0

(ワ)11429

東京地裁
17

8.

27.

으로 배척

스템
열

전

도

실

리

콘

6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 2배로 증액된 상당실
시료율을 적용

조성물
2009.
平19

경구투
0

0

(ワ)3494

여

용

3

흡착제

기술적 가치, 원고의 불실시 사정 등을 감안
하여 상당 실시료율을 감액

1992~1998의
東京地裁
18

2.

26.

6.5%로 되어 있고

2010.
平17

해당분야

0

0

(ワ)26473

슬

릿

골프공

5

실시료

‘평균치’가

고무제품 제조기술분야

일반에 관한 것이고 골프공에 대한 것은 아
니나, 위 자료가 골프공을 명시적으로 제외하
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상당 실시료율은 매
출액의 5%로 인정
특허발명의 내용, 대체기술의 존재, 원고 스
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가 이미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사

知財高裁
19

5.

27.

중

2010.
平21

0

(ネ)10006

공

(中空)
골프클

정, 골프클럽의 성능은 헤드뿐 아니라 샤프트
3

럽헤드

등 다른 부분의 역할도 크다는 점(당해 기술
의 기여도가 낮은 점), 원고 스스로도 제품의
카탈로그에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다
른 요소를 주로 언급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요소는 특별히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을 이유로 실시료액을 감액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운수’ 분야의
실시료율을 최저 0.5%~최대 6.5%, 평균치
3.7%로 인정.
과거 원고와 함께 시장에서 특허제품을 판매

東京地裁
20

12.

26.

(ワ)44391

2011.
平21

쓰레기
0

저장장

한 실시권자인 B가 상당한 노력과 공헌을 통
10

해 시장개척을 이루어 놓은 점

치
원고가 새로운 당사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
였다면 훨씬 높은 실시료를 부과하였으리라
고 보이는 점,
피고의 침해제품 판매 후 실제로 A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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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
당실시료율을 10%로 증액 인정
일반적으로 의료 기구분야의 실시료율이 다
른 기술분야에 비해 높은 점, 피고의 침해제
東京地裁
21

2.

7.

품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피

2012.
平20

0

(ワ)33536

의료기
구

10

고가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률도 상당할 것
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의 침해제품 중 원고
발명의 기여도가 높은 점 등을 근거로 특허
권 존속기간 중 상당 실시율을 매출액의
10%로 인정
원고특허를 침해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액
상클렌서에서 원고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점, 피고가 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東京地裁
22

5.

23.

화장품

2012.
平22

0

(ワ)26341

( 액 상
클

렌

도 침해를 계속한 점, 원고 스스로 특허발명
▲

저)

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거나 향후 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근거
로 거래계의 실시료보다 높은 손해배상 상당
실시료를 인정(판결문 상 실시료율은 비밀처
리 되었으나, 인정된 손해액은 16억원 이상
임)

이산화
大阪地裁
23

1.

17.

2013.

탄소함

平23

0

(ワ)4836

요

점

10

침해로 인한 이익규모 적극 반영하여 증액

성조성
물
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허락

東京地裁
24

1.

31.

2013.

한 적이 있었던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특

발효물

平21

0

0

(ワ)23445

처리장

3

치

허발명을 실시하지는 않는 점, 피고가 침해실
시로 얻은 이익이 5000여만원(한화 환산) 정
도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실시
료액 감액 인정

3(A
東京地裁
25

9.

12.

2013.
平23

0

(ワ)8085

세탁기
부품

),
1(B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실
시료율을 산정

)

26

大阪地裁
10.

24.

2013.
平23

0

0

뚜

껑

있

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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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의 존재, 침해제품에서 특허발명의 기
여도 참작

플라스
(ワ)15499

틱

용

기

東京地裁
27

3.

20.

동물의

2014.
平24

0

0

0

(ワ)24822

東京地裁
28

3.

26.

배설물
처

리

이 사건 발명이 속한 종이 가공품 분야의 실
3

재료
2014.
平23

0

0

(ワ)3292

화

29

7.

10.

2014.
平23

재

경보기

5

0

0

(ワ)30098

튬

실시료율의 변동추이, 기여도, 침해한 청구항
의 수 고려

원,피고의 시장분점 상황, 기여율 등을 근거

지 ( 리
0

고유의 장점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 50% 정
도를 차지하는 점 등 감안

2차전
東京地裁

시료율은 3% 정도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로 평균보다 낮은 실시료율 인정

전

지) 제
조방법

東京地裁
30

12.

18.

2014.

절수용

平24

0

(ワ)31523
大阪地裁
31

2.

26.

大阪地裁
10.

1.

2015.

가

平25

0 0

2015.

知財高裁
11.

12.

0

0

大阪地裁
1.

21.

2015.
平27

東京地裁
5.

26.

0

0

2016.
平26

0

0

0

2016.

東京地裁
5.

26.

용

시트

농산물

平25

0

平26

0

0

3,
10

2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상당실시료에 대한 법리를 유추적용함

원고의 개방적 라이센스 정책, 기여도 등을
감안, 감액

기여율을 중요하게 고려
0.5

안테나
장치

간을 감안하고, 같은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5

선별장
치

2016.

액

침해제품의 성질,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기
4

苔) 가

미

침해에 관한 피고의 악의 등을 반영하여 증

실시료 예가 3~4%인점을 감안

공장치

(ワ)33070

36

성수지

김 ( 海
0

(ワ)5210

35

77

용기

(ネ)10048

34

스

샘플링

발포합

平25

원고주장의 실시료율을 명확히 다투지 않는
점도 고려 증액

장치

(ワ)10039

33

5

치

(ワ)6414

32

제어장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피고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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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중요하게 고려(증액 인정)

(ワ)28449

東京地裁
37

9.

14.

개미퇴

2017.
平27

0

0

0

0

(ワ)16829

東京地裁
38

3.

29.

치

용

화학조

5

거래계 실시료율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인
용하여 상당 실시료율 산정에 참고

성물
2018.
平28

플라스
0

0

(ワ)29320

틱

용

▲
기여도을 중요하게 고려(감액 인정)

기

Ver. 2

기술분야

배
상

사

건

(실시료율

실

인정자료)

시

요

지

비

고

료
율
東京地裁
1

5.

28.

2004.

특허의 내용, 침해제품의 내용, 단가, 판매수량 등 변론

반도체장치

平15

5
D

(ワ)14687

전취지를 감안. 판매가액의 5%를 상당 실시료율로 인
정
해당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의 선례에
따라 침해로 인한 상당 실시료율을
‘소매가액’의 12%로 인정하면서,
- 위 12%의 실시료율은 원고가 ‘제조
업자’에게 실시허락을 하면서 도매

東京高裁
2

9.

30.

(ネ)14３６

2004.

가액을 기초로 정한 것이어서 이를

완구

平16

12
C

‘소매가액’의 실시료율로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낮추어 잡
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판시
- 위 도매가액에 대한 실시계약은 이
사건 소를 통해 특허의 유, 무효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정해진 것
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자의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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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실시

료율의

책정

논리와,
침해로

인한

상 당실시 료율
의 책정 논리
가 다름을 명
확히 함

기업 간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 반면, 해당 특허가 유효성 및 침해
가 확정된 상태에서 침해로 인한 상
당실시료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실시료
율보다 높은 실시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
통계자료에 의해, 건설분야에서 선급금이 없는 상태의
실시료율 평균은 3.5%, 가장 빈도수가 많은 실시료율
은 3%인 점을 인정한 뒤,
東京地裁
3

3.

10.

2005.
平15

(ワ)5813

터널단면의
표시방법

3

A D

- 이 사건 발명의 내용
- 침해제품의 대여 상대방, 계약 내용, 침해제품의 사
용태양 등을 고려하여
- 상당 실시료율을 매출액의 3%로 인정
통계자료에 의해, 전자ㆍ통신부품의 실시료율을 선급금
이 있는 경우 평균 3.5%, 없는 경우 평균 3.3% 등으로

東京地裁
4

4.

8.

2005.

인정한 뒤,

수정진동자

平15

2
A D

(ワ)3552

- 피고 제품에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이 온전히 구현된
것은 아니고 그 사용이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당 실시료율을
매출액의 2%로 감액 인정
- 통계자료에 의해 운송용 기계분야의 평균 실시료율
을, 선급금이 있는 경우 5.5%, 없는 경우 4.3%로 인

유 도 전 력
東京地裁
5

5.

31.

2005.
平15

(ワ)11238

정한 뒤,

분배시스템
이

적용된

차량

5

- 침해제품에서 이 사건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 원고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감안하여

A

- 상당 실시료율을 5%로 인정
東京地裁
6

2.

15.

(ワ)6346

2007.
平17

1회용 기저
귀

- 통계자료에 의해 ‘펄프, 종이 가공분
0.7

발명의

기술

야’의 평균 실시료율이 선급금이 있

적 가치를 중

는 경우 5%, 없는 경우 3%로 인정

요하게

- 44 -

고려

한 뒤,
- 위 통계자료는 일회용 기저귀 분야
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분야
에 대한 것인 점,
- 이 사건 발명은 현저한 효과 있는

하여

우수한 발명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A D

-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이 시
장에 많이 나와 있는 점
- 이 사건 발명의 기술은 일회용 기저

거래상

실시

료율을

대폭

감액적용

귀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 실시료율을 0.7%
로 인정
- 통계자료에 기해 반도체 제조장치 분야에서이 실시
료율을 시기별, 조건 별로 4.7%~8%까지 자세하게
설시하고, 특수 산업용기계에서 선급금이 없는 경우
의 평균실시료를 5%로 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고
東京地裁
7

2.

27.

2007.
平15

(ワ)16924

반도체

제

조장치

인정한 뒤,
5

A

-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진 특징을 침해제품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광고해 온 점, 피고제품 전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점 등을 근
거로
- 매출액의 5%를 상당실시료율로 인정
- 이 사건 특허가 원고제품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
는 점

렌즈가
東京地裁
8

4.

24.

2007.

착된

平17

유닛

부

- 필름유닛 제품의 시장 판매량이 이 사건 특허의 등

필름

록 이후 크게 신장된 사정
5
- 카메라등 정밀기기 분야의 거래 실시료는 선급금이

(ワ)15327
D

있는 경우 5.3%, 없는 경우 6.8%이여 5%가 가장 흔
한 점,
-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유닛 시장의 시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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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상을 고려하
면 상당 실시료율을 낮제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 매출액의 5%를 상당 실시료율로 인정
- 미용기기 분야의 특성상 특허제품이
라는 사실이 수요 촉진에 큰 역할을
하는 사정
- 피고 스스로도 침해제품에 대해 ‘특
東京地裁
9

8.

24.

2007.
平18

(ワ)9708

미용

맛사

지기

허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점

4

C D

침해자

스스

로

침해물품

을

‘특허제품’

이라고

- 원고가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
정하면서 실시료율을 4%로 한 전례
가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광고

하여

판매촉

진에

이용한

점을 언급

- 매출액의 4%를 상당실시료율로 인
정
- 반도체 장치인 DDR, SDRAM 분야
에서 이사건 특허는 기초적 중요성
이 높은 발명이고
- 통계에 의하면 전자ㆍ통신용품 분야
에서 8%가 넘는 고율의 실시료는
대체로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것
들이나,
실시료
東京地裁
10

8.

30.

(ワ)17182

2008.

- 반도체 분야의 경우 복수의 특허에

반도체장치

平17

1
A D

과적

을 전제로,

포괄적으로 실시허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실시료율

매출액의 1%를 상당 실시료율로 인

폭 감액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실제로 피
고는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포괄적 실시계약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시료율
도 1%를 넘지 않으며, 미국 FTC가
인정하는 DDR, SDRAM에 대한 최
대 실시료율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적정실시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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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라고

주장

대

함)
-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타 기계장치
분야에서 거래상 실시료율을 3~5%
로 인정한 뒤,
- 이 사건 특허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해 온 점
東京地裁
11

10.

26.

2007.
平18

(ワ)474

물품

특허발명의

제조

장치

- 피고가 기존 제품에 대한 약간의 개
2

A D

기술적

가치

량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

를 낮게 보아

지 않는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 보

실시료율을

이는 점

감액

-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
해 제3자와의 사이에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액 요소로 - 상당 실시료율을 2%
로 인정
- 애완동물용 발톱깎이는 제조업자들
이 저마다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에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점,

大阪地裁
12

11.

19.

2007.
平18

(ワ)6536

- 원고가 공동원고에게만 이사건 발명

애완동물용
발톱깎이
D

의 실시를 허락해 온 점
7
-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경고를 받고
실시허락 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점 등을 고
려

원고의
적인

배타
실시허

락 정책을 취
하였음에도
침해가
어진

이루
사정을

증액요소로
삼음

- 상당 실시료율을 7%로 인정
-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명
이 속한 정밀기계기구 분야의 평균
東京地裁
13

12.

14.

(ワ)25576

2007.
平16

안 경 렌 즈

실시료는 선급금이 있는 경우 5.3%,

가공방법

없는 경우 6.8%라고 인정한 뒤,

A D

- 피고 실시형태가 이 사건 특허의 구

- 특허의 기술
적 가치
- 기여율
- 무효가능성

성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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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 이 사건 특허의 대체기술 존재
- 이 사건 특허의 진보성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의 실시형태에는 이 사건 발명
외에도 많은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
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

실시료

율을 대폭 감
액

- 상당실시료율을 1%로 인정
-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하였던 실시허
락 계약의 실시료 선례
- 피고가 이 사건 특허 외에 의장권도
침해한 사정
東京地裁
14

11.

13.

2008.
平18

(ワ)22106

현미경렌즈
가공방법

10

C D

- 현미경과 같은 물품 거래계에서는
특허를 획득하였다는 사정이 수요자
에게 신뢰감을 주어 매출 증대에 기
여하는 바가 크며, 피고 또한 침해
제품이 특허를 언급하여 광고한 점

해당

기술분

야에서
를

특허

받았다는

점이 매출 신
장에 큰 영향
을 주는 특수
성을

상당실

시료율

증액

에 반영

등을 감안하여 상당실시료율을 10%로
인정
- 이사건 발명은 전류에 대한 인버터
의 전압강하특성을 미리 기억하는
구성으로 인해 종래 기술이 필요로
했던 고정밀(高情密)의 전류검출기

東京地裁
15

12.

24.

(ワ)21408

2008.
平17

나 전압검출기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상당

기술적 장점이 있는 반면,

와

D

관련하여

이른 바 25%

유도전동기
제어시스템

실시료

3

- 피고 제품은 저소음화 이외에도 토

법칙을

‘조악

크 제어성능의 향상이나 시스템 보

한

경험칙에

호라는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불과하다’는

점

이유로

명시

적으로 배척
- 이런 저소음화에는 이 사건 발명 외
에 다른 기술들도 복합적으로 기여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발명의 기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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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실
시료율을 3%로 인정
- 원고는 미국 실무에서 일부 통용되
는 “25% 법칙: 상당 실시료율을 피
고가 얻은 이익의 25%로 보는 것”
을 주장하였으나 근거 없다는 이유
로 배척
-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되기
전부터 원고와 실시계약을 체결하
고 매출액의 3%를 실시료로 정한
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인정되고 있는 점
열 전도 실
東京地裁
16

2.

18.

2009.
平18

리콘

-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원고 특허의

조성

물

6

(ワ)11429

악의적

침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실시계약의 해

에 대하여 2

지를 통보한 채 계속 실시를 하고

배로

있는 점

상 당실시 료율

C D

증액된

을 적용한 예
등을 이유로 약정 실시료율의 2배
인 6%를 손해배상 실시료율로 인정
(원고는 실시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당
사자에게 높은 상당 실시료율을 적용
하지 않는다면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8%를 주장하
였음)
- 통계자료에 의해 의약품 기타 화학
약품 분야에서의 실시료율 평균치
가 선급금이 있는 경우 6.7%, 없는

東京地裁
17

8.

27.

(ワ)3494

2009.
平19

경우 7.1%임을 인정한 뒤,

경구투여용
흡착제
A D

3

-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종래기술이 존재하는 점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발명을 실시
하는 대신 종래기술을 이용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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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가치,
원고의

불실

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 당실시 료율
을 감액

- 등을 감안하여 상당실시료를 3%를
감액하여 인정
“A자료에 의하면, 1992~1998의 해당분야 실시료 ‘평균
東京地裁
18

2.

26.

2010.
平17

(ワ)26473

슬릿

치’가 6.5%로 되어 있다. 이는 고무제품 제조기술분야

골프

공

5

A D

일반에 관한 것이고 골프공에 대한 것은 아니나, 위 자
료가 골프공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에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상당 실시료율은 매출
액의 5%로 봄이 상당하다”
‘골프클럽 헤드’에 관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사건에
서
- 특허발명의 내용,
- 대체기술의 존재,
- 원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
- 피고가 이미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사정

중공(中空)
知財高裁
19

5.

27.

2010.
平21

골프클럽헤
3

드

(ネ)10006

- 골프클럽의 성능은 헤드뿐 아니라 샤프트 등 다른
부분의 역할도 크다는 점(당해 기술의 기여도가 낮
은 점)

D

- 원고 스스로도 제품의 카탈로그에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다른 요소를 주로 언급하고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요소는 특별히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점
- 기타 이사건 특허발명의 요소인 골프클럽헤드의 실
시료율을 직접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 상당 실시료율을 매상액의 3%로 인정

東京地裁
20

12.

26.

(ワ)44391

2011.
平21

쓰레기
장장치
D

저
10

-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운

- 원고의

시

수’ 분야의 실시료율은 최저 0.5%~

장개척

노

최대 6.5%, 평균치 3.7%로 인정.

력

- 과거 원고와 함께 시장에서 특허제

- 제3자에게

품을 판매한 실시권자인 B가 상당

실 시 허 락

한 노력과 공헌을 통해 시장개척을

시 높은 실

이루어 놓은 점

시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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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원고가 소외 A에게 이미 독점적 실
시권을 부여하여 총대리점 영업을

용 되 었 을

허락하였다가 판매전략을 수정하여

사정

계약의 변경을 꾀한 것에 비추어 새
로운 당사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

- 침 해 품 의

였다면 훨씬 높은 실시료를 부과하

시장

점유

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율이

높은

사정
- 피고의 침해제품 판매 후 실제로 A
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여

감안하
상당실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침해로 인한 상

료율 대폭 증

당 실시료 손해를 위 거래상 실시료율

액

보다 대폭 높인 10%로 인정
- 원고는 해당 특허발명들의 실시료율을 최하 15%로,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들의 실시료율을 2% 이하, 5%
이하로 주장.
-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 기구분야의 실시료율이 다
른 기술분야에 비해 높은 점,
東京地裁
21

2.

7.

2012.

의료기구

平20

10
D

(ワ)33536

- 피고의 침해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피고가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률도 상당할 것으
로 추인되는 점
- 피고의 침해제품 중 원고발명의 기여도가 높은 점
등을 근거로
- 특허권 존속기간 중 상당 실시율을 매출액의 10%로
인정
- 원고는, 피고가 원고 특허를 침해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액상클렌서에서 원고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핵심적인점,

東京地裁
22

5.

23.

(ワ)26341

2012.
平22

화장품(액상
클렌저)
D

▲

- 피고가 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침해를 계속한 점
- 원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거나 향후 할 계획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상당실시료율을 매출액의

- 51 -

20%로 주장
- 법원은 피고 제품에서 원고 특허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거래계의 실시료보다 높은 손해
배상 상당 실시료를 인정(판결문 상 실시료율은 비
밀처리 되었으나, 인정된 손해액은 16억원(한화 환
산) 이상임)
원고는,
- 화학분야 특허에 관한 실시료율 평
균이 5.3%, 판결에 의해 인정된 상
당실시료율

평균이

6.1%(최대치는

20%)인 점,
이산화탄소
大阪地裁
23

1.

17.

2013.
平23

함요

- 피고의 침해제품으로 인한 이익률이

점성
10

조성물

90% 이상인 점,

침해로
이익규모

(ワ)4836

인한
적

극 반영
- 원고가 제3자에게 11%의 실시료율

D

로 실시허락한 일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상당실시료율을

10%로 주장.
- 법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여 매출액
x 10%의 손해를 인정함
원고가 손해배상 상당 실시료율로 5%를 주장한데 대
해
-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허락한 적
東京地裁
24

1.

31.

2013.
平21

(ワ)23445

발효물

이 있었던 점,

처

리장치

3

-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는 않는
점,

C D

- 피고가 침해실시로 얻은 이익이 5000여만원(한화 환
산)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 매출액 x 3%의 손해를 인정
東京地裁
25

9.

12.

(ワ)8085

2013.

세탁기부품

3

平23
D

(A),

- 발명

A에 관하여, 원고가 상당 실

특허발명의

시료율을 5%로 주장한데 대해, 피

기술적

고의 침해제품이 특허발명 A의 기

를

- 52 -

가치

적극적으

술적 특징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기여도가 낮은
점) 3%의 실시료율만 인정
- 발명 B에 관하여, 원고가 5%의 실
시료율을 주장한데 대하여, 해당 특
1

허발명은 종래기술의 내용을 사소
하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B)

로

반영하여

실시료율을
산정

가치를 높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만 인정

- 거래계에서 인정되는 플라스틱 제품
의 실시료율은, 선지급금이 있는 경
우에는 3.0%, 없는 경우에는 3.9%
인 점
- 시장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
뚜껑
大阪地裁
26

10.

24.

2013.
平23

있는

하는 피고제품 외에 유사한 기능을

플 라 스 틱

하는 대체제품이 존재하는 점,
3.5

용기

(ワ)15499

존

재,
침 해제품 에서

- 피고 제품의 매출에서 이 사건 특허
A D

대체품의

발명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15%정도

특허발명의
기여도 참작

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상당실시료율을

매출액의

3.5%로 인정

- 이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애완동물의 배설물 처리
용 종이 분말 제품이 악취 감소등 고유의 장점으로
동물의
東京地裁
27

3.

20.

2014.

설물

平24

재료

인해 시장 점유율 50%정도를 차지하는 이상, 이 사

배

건 특허발명은 피고제품에서 상당한 기여도를 가지

처리
3

(ワ)24822

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실시료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이 속

A B D

한 종이 가공품 분야의 실시료율은 3%정도로 인정
되므로, 이 사건에서 상당 실시료율도 매상액의 3%
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28

東京地裁

2014.

화재

경보

5

- 관련기술분야(기타통신음향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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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율의

서의 실시료율이 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3.3%, 없는 경우 5.7%로 조사
되어 있는 점,
- 위 실시료율은 그 이전 기간에 조사
된 실시료율보다 상승추세에 있는
3.

26.

平23

(ワ)3292

변동추이,

점,

기

-기여도,
- 원고 특허발명이 피고 제품 매출 기

A D

여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한 점

-침해한

청구

항의 수 고려

- 피고가 침해하고 있는 원고 특허발
명의 청구항이 3개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5%로 인정

- 1992~1998의 무기화학특허 분야에
서 실시료율은 5%가 2건, 2%가 1
건 / 2009년 조사된 화학분야 실시
료율 평균이 5.3% / 1997~2008 선

객관적

실시

료율과

사법

판단수치

적

시,

고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학분야 실시료율 평균이 3.1%인
점,
- 원, 피고가 2차 전지 시장에서 경업

2차전지(리
東京地裁
29

7.

10.

2014.

튬전지)

平23

조방법

원,피고의

시

장분점 상황,

관계에 있고, 피고의 시장 점유율이

제
2

(ワ)30098

더 높은 사정
-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A B D

안전성, 용량, 충전시간, 수명 등인
데, 이 사건 특허의 주된 효과는 ‘고

기여율의
용을

내

구체적

으로 설시,

온에서의 보존성’에 있고 피고 제품
의 판매에는 그 외에도 앞서 든 요
소의 우수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매출액의 2%를 상당 실

평균보다
은

낮

실시료율

인정

시료율로 인정.

30

東京地裁
12.

18.

2014.
平24

절수용제어
장치

5

거래계의 실시료 등을 판단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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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과는
달리 하나의 조절장치로 다양한상황

를 높게 평가

에서 수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기술적 효과를 가진 것이라
는 점,
(ワ)31523

D

- 원고가 주장하는 상당실시료율 5%
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실시

료율을

명확

히 다투지 않
는 점도 고려

- 매출액의 5%를 상당실시료율로 인
정
-

기계분야의

거래

실시료율은

2004~2008년도 평균치가 4.2% / 침
해소송에서 인정된 것은 최소 1%, 최
대 10%, 평균치 3.9% 임.
- 피고의 침해물건은 비교적 간단한
장치여서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大阪地裁
31

2.

26.

2015.
平25

가스

샘플

링 장치

실시

료율과

사법

판단수치

적

시,

업자인 피고는 약간의 검토만으로도
7

침해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사
정,

(ワ)6414

객관적

C D
- 피고가 비침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침해에
피고의

있었음에도 굳이 이사건 특허물건을

등을

부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반영하여,

여

관한
악의
반영하

상당실시

료율을 증액
- 매출액의 7%를 상당실시료율로 인
정(원고 주장의 실시료율을 모두 인
용)
- 침해제품의 성질,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기간을감
안하고
大阪地裁
32

10.

1.

2015.
平25

(ワ)10039

발포합성수
지 용기

4

- 같은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실시료 예가 3~4%인점
을 감안하여
손해액 상당실시료율을 4%로 인정

知財高裁
33

11.

12.

(ネ)10048

2015.
平27

김(海苔) 가
공장치
A B D

3,

- 거래계 실시료 통계자료들(A, B)를

침해로

인한

상세히 인용하여 농ㆍ어업 분야의

부 당이득 반환

제조업 관련 기술의 거래계 실시료

을 구한 사건

율을 3~5%로 상세히 거론한 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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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실

-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의의, 침해
기술에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0

- 이사건 특허발명의 기여도가 10%라

시료에

대한

고 주장되는 침해형태 X에 대해서

법리를

유추

는

적용

3%의

실시료율,

기여도가

25%~100%라고 주장되는 침해형태
Y에

대해서는

10%의

실시료율을

각 인정함.
- 미용용품인 시트지 관련 기술분야에
서 조사된 거래 실시료율이 2~5%
임을 상세히 거론한 뒤,
원고의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라이센스 정책
상 피고가 라이센스를 구하였다면
大阪地裁
34

1.

21.

2016.

2
A B D

(ワ)5210

라이센스

정책,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미용 시트

平26

적

- 피고는 저명한 미용제품 회사이고,
제품의 매출에는 이사건 특허 외에

기여도

피고의 명성이나, 제품에 추가된 우

실시료율을

수한 요소들이 상당부분 작용하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발명의

로 고려

기여도)을 감안하여
- 2%의 상당 실시료율을 인정함
- 이 사건 발명(A)는 농산물 선별장치,
발명(B) 복수의 광원을 이용하는 품
질검사장치인바, A, B는 모두 피고
가 채택, 사용하는 Full-conveyor 시

東京地裁
35

5.

26.

2016.
平25

농산물

선

5

스템에서 기술적 효용이 그다지 높
은 것은 아니고, 이사건 발명 외에

별장치

도 수많은 기술구성들이 종합적으

기여율

로 작용하여 피고의 시스템이 구동

(ワ)33070

C D

0.5

되는 점 등을 감안(기여도)
- A에 대해서는 2%. B에 대해서는
0.5%의 상당실시료율을 각 적용

36

東京地裁

2016.

안테나

장

개방

5

-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전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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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등을
요소

통신부품
거래계의

내지

전기산업분야에서

경험적

실시료율을

2.9~3.5%로 인정
- 이 사건특허는 피고 제품에서 차지
5.

26.

平26

(ワ)28449

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

치

- 이 사건 발명인 안테나는 70m 이하

C D

(증액 인정)

의 저고도에서 작동하는 것을 기술
적 특징으로 하는데, 피고 스스로
침해제품의 특장점을 그와 같이 선
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당 실시료율을 5%로 증액 인정
무기화학제품 관련 분야에서의 거래

東京地裁
37

9.

14.

2017.
平27

(ワ)16829

개미퇴치용
화학조성물

5

A B C D

실시료율에 대한 조사자료를 광범위하

거래계

게 인용하여

료율 관련 자

5~5.3%로 확정한 뒤,

료를
이 사건에서 상당실시료율을 5%로 인

실시
망라적

으로 인용

정
- 거래실시료율 관련, 플라스틱 제품
분야(3.0~3.9%),

운반ㆍ포장

용품

분야(독점적 라이센스인 경우 2.0%/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2.1%) 인 점
등에 비추어 플라스틱 제품용기 분
야에서 일반적인 실시료율을 2~4%
라고 인정한 뒤,
-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의의에 해당
東京地裁
38

3.

29.

(ワ)29320

2018.
平28

플 라 스 틱
용기

하는 부분(선단부의 날카로운 형상
▲

을 없애 사용자가 손을 베지 않게
하는 효과 등)이 실제로 원, 피고 제

A D

품에 구현되어 있지도 않고 원, 피
고 모두 자신들의 제품 광고 등에
그런 점을 어필한 바도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특허의 침해제품 매출
기여도는 낮다. 따라서 상당 실시료
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액됨이
상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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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낮음

(감액요소)

제3장 실시료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상황

Ⅰ. 미

국

1. 기초 원칙: 권리자의 충분한 보호를 가장 중요시 함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관한 미국 법원들의 확고한 기본자세는 ‘충분한 배상의 보장’
내지 ‘과소배상의 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합리적 실시료는 특허침해에 대
한 배상액의 최소한으로 법문상 보장되고 있으며(미국 특허법 제284조), 법원들은 특
허권자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실이익(Lost Profit)’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
지 못하더라도 합리적 실시료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3) 이런 입장은 ① ‘가상의 실시계약’을 통해 확정된 실시료액을 다시 상당한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기여율 반영(apportionment)의 예가 많아져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경우 ‘전체 시장가치’ 원칙을 적용하여 로열티 베이
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게 인정하는 점, ③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전부에 관해 일실
이익 배상을 받지 못한 특허권자는 당연히 그 나머지에 관해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 오고 있는 점 등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미국 법원
들은 원고가 합리적 실시료율을 주장ㆍ입증한 이상, 비록 증거 부족 등으로 그 금액
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배척하지 않고 직권으로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여 배
상액을 산정한다.4) 아울러,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합리적 실시료 배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자료에 의하면 2007-2016년 사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합리적 실시료가 인정된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
이 79%에 이른다.5)
3) Mark A. Lemley, “Distinguishing Lost Profits From Reasonable Royalties”, Wm.&Mary
L.Rev Vol. 51(2009), p.656,
4) Smithkline Diagnostics Inc v. Helena Laboratories Corporation, 926 F. 2d 1161, 1168
(Fed. Cir. 1991); The Dow Chemical Company, Plaintiff-appellant, v. Mee Industries, Inc.
and Florida Power Corporation, Defendants-appellees, 341 F.3d 1370 (Fed. Cir. 2003);
Info-Hold, Inc. v. Muzak LLC, 783 F.3d 1365(Fed. Cir. 2015).
5) PwC, 2017 Patent Litigatin Study(https://www.ipwatchdog.com/wp-content/uploads/2017/05
/2017-Patent-Litigation-Study_Pw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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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방법들
가. 기준 시점: Ex-ante
기본적으로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의 판단을 위한 제반 사정이 고려되는 기준 시점은
‘침해가 개시되기 직전’이다. 아래에서 보는 가상 협상법(Georgia-Pacific 기준)에서
는 침해자가 침해를 개시하기 직전에 권리자와 실시권 협상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초 손해액을 산정하고, 분석적 접근법(Analytic Approach) 역시 침해가 개시될 당
시 침해자가 예측한 이익 규모를 침해자의 내부자료에 기해 확정하여 권리자와의 사
이에 배분한 뒤, 그를 기초로 합리적 실시료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시점은 침해를 기준으로 하는 사전적(ex ante)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ㆍ일본ㆍ독일 등이 침해 이후 변론종결시 까지 확인된 제반 사정을
근거로(ex post)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미국에서도
Georgia-Pacific 기준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침해 이후의
사정을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들은 그와 같이 사전적(ex post)으로
결정된 실시료 액을 다시 상당한 정도로 할증하여 합리적 손해액을 최종 결정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등의 실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나. 가상 협상법 (hypothetical negotiation): Georgia Pacific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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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함을 전제로 권리자와 침해자가 침해가 이루어
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실시료 기
준을 산출ㆍ적용하는 접근법이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며, Georgia
Pacific 판결6)에서 제시된 기준요소들(이하 ‘GP 요소’라고 한다)을 개별 사건에 맞게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GP 기준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확고
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CAFC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과정에서 GP
기준은 가상의 협상을 기반으로 한 배상액 산정에서 의지할 만한 규범의 틀이라는 뜻
을 반복해서 언급해 왔고,7) 연방 지방법원들 역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8)
GP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9)
6)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
7)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 Inc., 694 F.3d 51, 60 n.2 (Fed. Cir. 2012) ('This
court has sanctioned the use of the Georgia-Pacific factors to frame the reasonable
royalty inquiry. Those factors properly tie the reasonable royalty calculation to the facts
of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t issue."'; i4i Ltd. P'ship v. Microsoft Corp., 598 F.3d 831,
854 (Fed. Cir. 2010), aff'd, 564 U.S. 91 (2011) ("We have consistently upheld experts' use
of a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Georgia-Pacific factors for estimating a reasonable
royalty.");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35 (Fed. Cir. 2009)
("[T]he flexible analysis of all applicable Georgia-Pacific factors provides a useful and
legally-required framework for assessing the damages award in this case."); Parental
Guide of Tex., Inc. v. Thomson, Inc., 446 F.3d 1265, 1270 (Fed. Cir. 2006) ("[A]s both
parties recognize, a ,reasonable royalty' rate under section 284 is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the long list of factors outlined in Georgia-Pacific .. "); Dow Chem. Co. v.
Mee Indus., Inc., 341 F.3d 1370, 1382 (Fed. Cir. 2003) ("[T]he district court should
consider the so-called Georgia-Pacific factors in detail, and award such reasonable
royalties as the record evidence will support.")
8) Emblaze Ltd. v. Apple Inc., 52 F. Supp. 3d 949, 955 (N.D. Cal. 2014) ("The Georgia Pacific
factors are used i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pproach to determining a reasonable
royalty."); Magnetar Techs. Corp. v. Six Flags Theme Parks Inc., No. 07-cv-127, 2014 WL
530241, (D. Del. Feb. 7, 2014) ("The Georgia-Pacific factors are widely accepted to
calculate a reasonable royalty rate and have been affirmed by the Federal Circuit.");
Rembrandt Soc. Media, LP v. Facebook, Inc., 22 F. Supp. 3d 585, 592 n.15 (E.D. Va. 2013)
("The fifteen Georgia-Pacific factors, which have been adopted by the Federal Circuit, are
used by patentees to raise and lower the royalty rate, thereby allowing a patentee to
arrive at the final figure that represents the amount a willing licensee would pay to
license the patent at issue.");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10-cv-1823, 2013 WL
2111217, (W.D. Wash. Apr. 25, 2013) ("Courts have long experience in conducting
hypothetical bilateral negotiations to frame the reasonable royalty inquiry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under the Georgia-Pacific framework."); Pulse Med. Instruments, Inc.
v. Drug Impairment Detection Servs., LLC, 858 F. Supp. 2d 505, 510 (D. Md. 2012)
("[C]ourts in this circuit as well as others have consistently looked to experts to apply the
Georgia-Pacific factors" in determining patent damages); Carnegie Mellon Univ. v. Marvell
Tech. Grp., Ltd., No. 09-cv-290, 2012 WL 6562221, (W.D. Pa. Dec. 15, 2012) ("The Federal
Circuit has routinely upheld an expert's use of the Georgia-Pacific factors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assessing damages in patent cases.").
9) 이하는 John Skenyon, Christopher Marchese, and John Land, Patent Damages Law and
Practice, §3(Reasonable Royalty Damages: www.westlaw.com)의 설명과 특허법원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67면 이하를 주로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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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받아 온 실시료 : 특허권자가 당해 사건의 특허발명에 대해 실제로 지급 받
은 적이 있는 실시료 액을 말한다. 실제로는 소수의 실시계약 선례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실시료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실시계약의 예가 요구되고 있
다. 해당 특허 이외에 다른 특허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에서
해당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받아온 실시료의 선례가 인
정되더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각 계약의 특수한 상황
과 맥락을 고려하여 반영 비중을 결정한다.10)
② 대체 특허의 실시료: 침해자가 해당 특허와 대체 가능한 다른 특허의 실시를 위해
지불했던 실시료를 의미한다. 대체가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상실시료 여
부 등 실시료 지급의 형태와 성격 등도 해당 사건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원칙
상 침해자가 아닌 해당 기술분야에서 제3자 간 실시계약의 예는 적어도 이 요건에
서 고려되는 인자는 아니라고 한다.
③ 라이선스의 성질과 범위: 가상의 협상을 통해 설정될 것으로 상정되는 실시권의
성질 즉, 통상/전용실시권 여부, 지역이나 실시대상 수요자 등의 제한 여부를 말한
다. 실시료에 관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일괄지급(lump sum) 방식인지 혹은 경상
실시로 방식인지 등도 감안되어야 한다.11)
④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정책: 특허권자가 라이선스에 개방적 정책을 취하는지, 폐쇄
적 정책을 취하는지를 고려한다. 문언상으로는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특허권자의 실시권 정책 전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한편, FRAND 선언 특허에 대해서는 실시허
락의 비차별성, 개방성이 핵심이므로 이 요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12)
⑤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관계: 특허권자가 동일 지역이나 업종에서의 경쟁자인지 여
부, 발명자와 후원자 관계인지 등이 고려된다. 전자의 경우 특허권을 가진 경쟁자
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므로 실시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특허권자가
굳이 라이선스를 통해 시장을 분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시능력이 충분한 경
우, 굳이 라이선스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므로 역시 실시료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당사자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 특허권자로서는 실시허락

였다.
10) Alden W. Hanson, Appellee, v. Alpine Valley Ski Area, Inc., Appellant, 718 F.2d 1075
(Fed. Cir. 1983).
11) Lucent Technologie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26 (Fed. Cir. 2009).
12)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Fed.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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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실시료는 낮아질 가능성이 많
다. FRAND 선언 특허에 대해서는 실시허락의 비차별성, 개방성이 핵심이므로 이
요소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13)
⑥ 비특허 제품 판매에 특허제품 매출이 미칠 영향: 실시권자의 일반제품 매출에 특
허제품 매출이 미치는 영향 등 파생적 효과의 크기를 말한다. 특허 실시제품의 판
매로 인해 부수적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실시자로서는 높은 실시료를 지급
하더라도 실시허락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14)
⑦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및 실시권의 내용: 일반적으로는 해당 특허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실시료도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해당 제품의 상업
적 수명이 고려되어야 한다. 존속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제품의 상업적 수명도 길
다면 시장에서 수익 창출의 규모가 클 것이므로 실시료도 높아질 것이고, 잔존기
간의 길더라도 어차피 제품의 상업적 수명이 길지 않다면 실시권의 존속기간도 짧
아져 기대되는 실시료 수입도 감소될 것이다.
⑧ 특허제품의 이익률, 상업적 성공, 시장에서의 인지도: 가상의 협상 시점을 기준으
로 볼 때, 해당 특허발명을 구현한 제품의 매출이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료를 상승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자
의 이익 규모는 가상의 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 그 기
준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침해 이후 특허권자의 이익률 등이
사실상 고려되는 사례도 발견된다.15) 한편, FRAND 선언 특허에 대해서는 어차피
표준특허의 성질상 상업적 성공은 기본적 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지정
된데 기인한 인기도를 배제하고 상업적 성공을 측정해야 한다고 한다.16)
⑨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 대한 우월성: 종래기술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특허제
품의 기술적 장점은 실시료를 증가시키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 비침해
대체품의 존재 여부를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한편, FRAND 선언 특
허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의 우월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표준기술이어서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상 이 요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17)
⑩ 특허발명의 내용, 상업적 가치: ⑨와 유사하나, 구별되는 점은 특허권자가 해당 특
13)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Fed. Cir. 2014).
14) Rite-Hite Corp. v. Kelley Co., 56 F.3d 1538, 1555 (Fed. Cir. 1995).
15) Finjan, Inc. v. Secure Computing Corp., 626 F.3d 1197 (Fed. Cir. 2010).
16)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Fed. Cir. 2014).
17)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Fed.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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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지를 고려한다는 점, 특
허발명의 이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점 정도이다. 예컨대 Lucent
Technologies, Inc. v. Gateway, Inc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해당 기술을 포함
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Outlook과 그 밖의 제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일괄지급 방
식으로 실시료를 산정한데 반하여, CAFC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Outlook을 주
로 이메일 작성, 개인일정과 연락처 관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특허발명
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Outlook의 전체 기능 가운데 지극히 적은 비중을 차
지하는 만큼 배심원단이 산정한 실시료는 과다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18)
⑪ 침해자의 이용 정도: 침해자 스스로 해당 발명을 빈번하게 사용했다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상의 협상 당시 높은 실시료도 수인하였을 것이라
는 논리에 바탕을 둔 요소이다. 가상의 협상일 당시에는 아직 침해는 발생하지 않
은 것이지만, 사후에 확인되는 정보를 통해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분석대상으로 한
다. 이 기준은 ‘특허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가상의 실시협상’을 전제로 하
는 GP 기준과 모순되기 때문인지 실무상 정면으로 적용한 예는 흔치 않다고 한
다.19)
⑫ 동종업계의 관행적 실시료, 수익배분 현황: ⑧ 요소와 유사하나, ⑧이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 전체에 기인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기서는 전체 이익 중
특히 해당발명에 기인한 부분에 주목한다. 이 요소는 종래 일부 사건에서 실시료
율 책정에 적용되어 오던 ‘25% 법칙’20)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21) 그러나 이익률
은 대체로 소송에서 주장, 증명되기 어려운 요소인데다가 25% 법칙이 2011년
CAFC 판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배척되는 등 이 요소의 실무상 활용 여지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⑬ 침해자의 수익에 발명이 기여한 부분: 침해자 스스로 한 개량, 침해자가 부담한 사
업의 위험, 비특허 대상인 구성요소 등을 제거하고 오로지 특허발명에 의해서 창
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윤을 말한다. 우리 실무에서의 기여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는 실시료율의 결정 뿐 아니라 전체시장가치 원칙과 결합하여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침해자의 매출 규모 등을 판단하는데도 적용된다.22)

18) Lucent Technologie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26 (Fed. Cir. 2009).
19)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앞의 책, 104면.
20) 특허권 침해에서 합리적 실시료율이 대체로 매출 순이익의 25% 정도에 수렴한다는 경험칙을 말한
다.
21)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22) BOSE CORP. v. JBL, INC., 274 F.3d 1354, 1361(Fed. Ci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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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전문가의 의견: 자격 있는 전문가 증언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전문가 증언이 증명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의 ‘Daubert 기
준’23)을 만족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관성(relevance)과 신빙성
(reliability)을 갖추었을 것. 즉, 전문가의 증언은 해당 사안과 유관하며, 믿을 만
한 토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 증언의 내용은 과학적 방법론(methodology)
과 과학지식(knowledge)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바,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전문가가 적용한 이론이나 기법이 과학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generally
accepted)되는지 여부 ⅱ) 동료평가(peer review)와 공표(publication)를 거쳤는
지 여부, ⅲ) 시험(test)이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ⅳ) 알려진 또
는 잠재적인 오차율이 수용가능한 정도인지 여부, ⅴ) 해당 연구가 해당 분쟁으로
부터 자유롭게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법관은 이 모든 요건
에 관하여 일종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⑮ 당사자 사이에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상계약의 실시료: 양 당사자가 자발
적ㆍ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가정할 때 합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실시
료액을 말한다. 실시권자가 합리적 이윤을 남기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특허권자가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치점에 해당
한다.

다. 분석적 접근법 (Analytical Method)
이는 침해자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침해자가 침해 개시 당시에 예상한 이익규모를 확
정하여 이를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배분한 뒤, 실제 이루어진 침해 규모에 위와
같이 분배된 실시료율을 곱해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견 우리나
라의 상당 실시료 배상액 산정 방법과 유사한 접근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재판실무는
증거에 의해 침해자의 매출액을 먼저 산출하고 거기에 증거나 변론 전체취지에 비추
어 인정되는 실시료율을 곱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의 분석적 접근법이 보이는 중요한 차이점은 침해자의 실제 이익액이 아니라 ‘침해개
시 당시의 예상 이익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분석적 접근법을 도입한 대표적 예는 TWM Manufacturing Co. v. Dura Corp. 판
결이며,24) 이 사건에서 GP 기준이 아닌 침해자 이익과 실시료율에 관한 분석적 접근
을 동원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고 있다. 법원은 침해자가 침해 직전 총 수익을
총 매출액의 52.7%로 예상한 점을 확인하고, 간접비용을 공제한 기대 순이익율을
23)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24) TWM Manufacturing Co. v. Dura Corp, 789 F.2d 895 (Fed. 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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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로 본 다음, 침해자가 해당 업계의 표준 이익률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었
던 정황을 근거로 위 기대 순이익율 중 업계의 표준이익률에 해당하는 6.6%~12.55를
침해자의 통상순이익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0%를 합리적 실시료율로 보았다. 이런
접근법은 가상의 실시계약을 전제로 하는 GP 기준과는 확실히 다른 것임에 틀림 없
고, CAFC는 2009년 Lucent v. Gateway 사건 판결25)의 방론에서, 분석적 접근법
이 여전히 유효한 산정방법임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근래에는 합리적 실시
료 산정에 관해 이 방법을 따르는 판결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26) 분석적 접
근법을 따르거나 그 가능성을 지지한 주요 판결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

1

2

건

요

지

Kimberly Clark Worldwide Inc. v.
First Quality Baby Prods., LLC,
2011 WL 3240452 (E.D. Wisc.
July 27, 2011)

분석적 접근법에 의한 합리적 실시료 한정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Ltd., 2012 WL 2571332 (N.D.
Cal. June 30, 2012)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시 다양한 방법을

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해자의 침해품 판
매로 인한 순이익을 알수 있는 내부자료의
제출을 강제함

동원할 수 있으며, ‘분석적 접근법’ 또한
그중의 하나라고 판시
분석적 접근법이 가상의 실시계약 접근법
과 함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또 하

3

JS Prods., Inc. v. Kabo Tool Co.,
2012 WL 5288175 (D. Nev. Oct.
23, 2012)

나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설시하면서, ‘침해
자가 전통적 형태의 렌치를 판매한 총 수
량 및 그로 인한 이익액은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및 합리적 실시료
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라고 판시
분석적 접근법에 의해 합리적 실시료를

4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2014 WL 794328 (N.D. Cal.
Feb. 25, 2014)

산정하면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해당 특허의 침해로 얻은 침해자의 순이익
액과 최선의 비침해 대체품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액을 비교함.

5

Viasat, Inc. v. Space Sys./Loral,
Inc., 2014 WL 3896073 (S.D. Cal.

분석적 접근법에 의할 경우 배심원이 인정
한 것보다 최대 6배 이상의 침해자 이익액

25)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580 F.3d 1301(Fed. Cir. 2009).
26) Mark Glick & David Mangum, “The Economics of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Limited, Proper Role of the So-Called Analytical Method”, 49 J. Marshall L. Rev. 1 (2015),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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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정될 수 있음을 이유로 재심리를 구

Aug. 8, 2014)

6

하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함.

Ultratec,
Inc.
v.
Sorenson
Commc’ns,
Inc.,
2014
WL
5080411 (W.D. Wisc. Oct. 9, 2014)

분석적 접근법에 따르면 침해자 측 손해사
정 전문가가 침해자의 한계이익액을 과소
산정 하였다고 판시

라. 기타 산정방법들
기타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었던 기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1) 확립된 실시료(Established Royalty)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특허에 관해 이미 거래계에서 확립된 실시료가 확인되는 경우
에 그 금액만을 기준으로 배상의 대상인 되는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기도 한다. 확
립된 실시료는 GP 기준의 ①로서 고려요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그 중요도를 결정적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27) 다만 이
를 위해서는 ⅰ) 침해가 있기 전에 실제로 그런 금액이 지급되거나 지급약정 된 바
있어야 하고, ⅱ) 복수의 당사자와의 사이에 일관된 금액으로 실시료가 지급되어 옴으
로써 합리적 실시료라는 납득이 가능해야 하며, ⅲ) 침해소송에 대한 위협 아래 설정
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28)
(2) 비용절감(Cost Savings)
드물지만, 방법 특허 등을 중심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절감한 비용을 기준으
로 합리적 실시료가 책정되는 예도 있다. 예컨대 Hanson v. Alpine Valley Ski
Area, Inc, 사건은29) 제설기 및 제설방법 특허에 관한 것이었는데, 원심은 피고가 특
허침해를 통해 물 1갤런 당 절감한 제설비용을 기준으로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
액을 합리적 실시료로 배상을 명하였으며, CAFC는 원심판단을 지지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형식상으로 GP 기준이 언급되었으나 실제로 배상액 산정에 고려된 요소는
오로지 피고의 비용절감액 뿐이었다.
27)

Rude v. Westcott, 130 U.S. 152 (1889); Monsanto Co. v. McFarling, 488 F.3d 973, 979
(Fed. Cir. 2007); Nickson Industries Inc v. Rol Manufacturing Co Ltd., 847 F. 2d 795 (Fed.
Cir. 1988); Marvel Specialty Co. v. Bell Hosiery Mill, Inc., 386 F.2d 287 (4th Cir. 1967);
Trell v. Marlee Electronics Corp., 912 F2d 1443 (Fed. Cir. 1990).

28) Rude v. Westcott, 130 U.S. 152 (1889).
29) Hanson v. Alpine Valley Ski Area, Inc, 718 F.2d 1075 (Fed. Ci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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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25% 법칙 (Rule of Thumb)’
종래 미국에서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 이익의 25% 이상은 권리자
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경험칙이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주로 GP 기준을 적용할 때
침해자의 실시이익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는데, CAFC는 2011년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사건 판결30)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배척하면서 ‘그와
같은 경험칙은 인정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전문가 증언은 Daubert 원칙에 어긋나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25% 법칙은 현재 미국에서 유효한 판단기준이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에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특징
가.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보다 고액임
(1) 실태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합리적 실시료율은 거래상 실시료(actual royalty rate/
negotiated royalty rate) 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 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Panduit 사건과 Stickle 사건에서의 CAFC 판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법원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거래상
실시료액과 유사하게 인정해 버리면, 침해자로서는 어차피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거래
상 실시료 상당액만 지급하면 되고,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면 그나마 아무런 실시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땅짚고 헤엄치는(Head I win- Tail you lose)’ 결과가
되며, 이는 성실하게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고 실시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할뿐더러, 결국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변호
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배상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른 바 ‘Kicker’)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내용으로 입장이 정리 되었지만,31) 적어도 합리적 실시료가 거래상 실시료보
다 증액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히려 합리적 실시료율
이 거래상 실시료율과 유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32)
아울러 Mark A. Lemley & Carl Shapiro 교수의 2007년 실증조사 연구결과에 의하
면 법원이 GP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합리적 실시료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대로

30)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31) Mahurkar v. C.R. Bard, Inc., 79 F.3d 1572, 38 U.S.P.Q.2d 1288 (Fed. Cir. 1996).
32) John Skenyon, Christopher Marchese, and John Land, Patent Damages Law and Practice,
§3:10; American Original Corp. v. Jenkins Food Corp., 774 F.2d 459, 227 U.S.P.Q. 299
(Fed.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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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3.13%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소송 외에서 체결하는 실시료 액보다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2~2005년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선고된 합리
적 실시료율을 기술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며, 2005년 기준 실제 거래계 실시료율로 조
사된 것이 평균 6.7%인 것에 비추어 보면 ‘놀랄만큼 높다(surprisigly high)’고 표현
되고 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실제 거래계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 해당 특허발
명의 유효성, 권리범위의 속부, 기타 특허발명 자체의 권리로서의 강약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료가 낮아질 수 밖에 상태인 반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이미
해당 특허의 유효성,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높은 실시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33) 또, 법원이 침해행위에 대해 불이익
을 경고함으로써 이를 포기하고 실시계약에 나아가게 하는 한편, 정의로운 결과를 유
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34)

33)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 85(2007), pp. 2020, 2032-2033.
34) Brian J. Love, “Misuse of Reasonable Royalty Damages as a Patent Infringement
Deterrent”, Mo, L. Rev Vol.74(2009), pp.923; 실제 그런 내용의 언급이 들어 있는 판결례로는,
TWM Mfg. Co. v. Dura Corp., 789 F.2d 895, 900 (Fed. Cir. 1986) ; Maxwell v. Angel-etts
of Cal., 2001 WL 34133507 (C.D. Cal. July 9, 2001); Fromson v. W. Litho Plate & Supply
Co., 853 F.2d 1568, 1574 (Fed. Cir. 198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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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CAFC 스스로 미국 특허법 284조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Information Resources, Inc. v. Test Mktg. Group, Inc., 1993 WL 533133
(Fed. Cir. 1993)). 이런 입장은 합리적 실시료가 쟁점이 된 최근의 CAFC 판결에까
지 반영되어 오고 있다.35) 이처럼 합리적 실시료율을 거래상 실시료율보다 증액하여
적용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CAFC의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 Panduit Corp. v. Stahlin Brothers Fibre Works, Inc., 사건36):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
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는 단지 거래상 실시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취급하면 실제로 침해자에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침해자를 우
대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침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면서 거래상 실시료율인
2.5%에 근거하여 배상 실시료율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원고는 결과적으로는 원심이
일실이익 손해로 인정하였던 피고 이익액 60%를 넘는 금액을 합리적 실시료로 인정받았
다.37)
- Stickle v. Heublein, Inc 사건38): 이 사건에서 CAFC는 합리적 실시료가 거래상 실시료보다
증액 인정되어야 하는 당위를 Panduit 사건에서의 판시를 들어 재확인하는 한편, 만약 손해
배상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율이 거래상 실시료율에 수렴한다면 침해자로서는 침해로 인해
잃는 것이 없고, 만약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결국 실시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어서 성실
하게 실시허락을 받아 실시를 하는 제3자들과의 사이에 불공평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침해에 관해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명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실시료율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환송.
- Apple Inc. v. Motorola, Inc.,757 F.3d 1286 (Fed. Cir. 2014): 표준특허기술의 침해와
FRAND 확약이 문제된 해당 사건에서 방론으로, ‘법원은 침해자가 침해 전 협상 과정 등에
서 악의적인 의사(bad-faith)를 가지고 협상에 응한 경우 등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합리적 실시료 손해배상액 산정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설시
- Maxwell v. J. Baker, Inc., 86 F.3d 1098 (Fed. Cir. 1996):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
는 구두를 제조, 판매한 사건에서, 원심은 거래계에서 원고 특허의 구두 1켤레 당 실시료는
35) Warsaw Orthopedic, Inc. v. NuVasive, Inc., 778 F.3d 1365, 1377, 113 U.S.P.Q.2d 1873
(Fed. Cir. 2015), cert. granted, judgment vacated, 136 S. Ct. 893, 193 L. Ed. 2d 785 (2016)
and opinion reinstated in part, 824 F.3d 1344, 118 U.S.P.Q.2d 1792 (Fed. Cir. 2016) (“a
reasonable royalty …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patentee for the value of what was
taken … the patented technology”).
36)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Inc., 575 F.2d 1152 (6th Cir. 1978).
37) Mark A. Lemley, “Distinguishing Lost Profits From Reasonable Royalties”, Wm.&Mary
L.Rev Vol. 51(2009), p.666.
38) Stickle v. Heublein, Inc., 716 F.2d 1550, 219 U.S.P.Q. 377, 36 U.C.C. Rep. Serv. 1625
(Fed. Ci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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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달러이고 피고의 총 매출수량이 3,100만 켤레이므로 일단 150만 달러를 일실 실시료
손해로 인정한 뒤, 원고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 실시료 손해배상으로 거기
에 150만 달러를 추가하였으며, CAFC는 그 결과를 인용함.
- Maxwell v. Angel-Etts of California, 2001 WL 34133507 (C.D. Cal. 2001): CAFC의
Maxwell v. J. Baker 사건의 원고인 특허권자가 또 다른 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구두 1켤레 당 $0.06의 실시료 상당 손해를 인정하는 외에 추가로 켤
레 당 $0.15의 추가 손해금을 더하여 합리적 실시료 손해액을 인정함. 배심원들은 위
Maxwell v. J. Baker, Inc. 사건에서 CAFC 판결의 판지를 인용하면서 ‘노골적인 부당이득
(blatant misappropriation)으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합리적 실시료
를 인정한다고 판시함.
- Deere & Co. v. International Harvester Co., 710 F.2d 1551, 1554 (Fed. Cir. 1983): 특
허권자가 침해 전 침해자에게 1%의 실시료율로 실시계약을 제안하는 등 거래상 실시료율을
낮게 볼 수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이 특허법 284조의 ‘충분한 배상’ 원칙을 근거로 침해로
인한 기대이익과 비용절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실시료율을 15%로 증액한 판단을 지
지함.
- SmithKline Diagnostics, Inc. v. Helena Laboratories Corp., 926 F.2d 1161, 1163,
(Fed. Cir. 1991): 기존 실시계약에 기한 실시료율 등을 근거로 피고가 3%를 주장한데 대하
여 원심은 25%의 합리적 실시료율을 인정하고 CAFC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함.
- Minco, Inc. v. Combustion Engineering, Inc. 95 F.3d 1109 (Fed. Cir. 1996): 원심은,
ⅰ) 원, 피고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점, ⅱ) 침해 당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것에 비
해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점, ⅲ) 시장에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ⅳ)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특허가 중요한 특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했던 점, ⅴ) 원, 피
고 물품이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점, ⅵ) 침해 이후 피고의 세전 수익규모가 급
격히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상당
히 높은 20%로 인정한 원심을 지지함.
- Monsanto Company, Plaintiff v. Homan Mcfarling, Defendant, 488 F.3d 973 (Fed. Cir.
2007): 원고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특허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한 해의 농작에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편,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로
구매자에게 자루당 $6.5의 실시료를 부과하였음. 침해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당초 약정된 실
시료의 6배를 넘는 자루당 $40의 합리적 실시료를 인정하였는데, CAFC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침해로 인해 자루당 $31~$61의 이익을 얻을 것이 인정되므로 위 $40의 배상은 과
도하지 않다. 배상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를 원고가 설정하였던 거래상 실시료나 해당 특허
물건의 소매가 총액 정도로 한정한다면 피고가 성실하게 실시계약을 준수한 다른 농업 종사
자들에 비해 침해의 부수적 효과로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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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
- Paice LLC v. Toyota Motor Corp. 609 F.Supp.2d 620 (E.D. Tex. 2009):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침해한 사건에서 기존 침해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차량 1대 당
$25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영구적 금지(permanent injunction)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대신 판결 이후 장래의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4배에 가까운 $98로 산정함.
법원은 이러한 고액의 실시료 배상액이 피고에 의한 추가적 침해를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
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시함.
- Bio-Rad Laboratories Inc v. Nicolet Instrument Corp., 739 F2d 604 (Fed. Cir. 1984):
거래계에 형성된 실시료율이 3~10%라는 피고의 주장, 증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확
립된 실시료율에 의해서만 합리적 실시료가 결정될 필연성이 없다는 33%로 합리적 실시료
율을 증액함.
- Bott v. Four Star Corp., 807 F.2d 1567(E.D. Mich, 1985): 시장에서 확립된 실시료율이
3%로 인정되었음에도, 침해자가 다른 실시자들과는 달리 해당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을 받
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합리적 실시료율을 5%로 증액함.
- Golight, Inc. v. Wal-Mart Stores, Inc, 355 F.3d 1327 (Fed. Cir. 2004): 침해자가 침해
당시 침해품의 단위당 이익을 $8로 예상 했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실시료를 침
해품 단위당 $31.8로 산정하면서, ‘합리적 실시료율이 침해자의 순이익율보다 낮아야 한다
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State Industries, Inc. v. Mor-Flo Industries, Inc., 948 F.2d 1573(Fed. Cir. 1989): 침해
기간동안 침해자의 실제 이익률이 2.1%였음이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합리적 실시료율을
그를 초과하는 3%로 인정함.
- Mars, Inc. v. Coin Acceptors, Inc., 527 F.3d 1359 (Fed. Cir. 2008): 침해로 인한 이익률
이 매출의 4% 정도이므로 합리적 실시료 또한 그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율을 7%로 인정함.
- Powell v. Home Depot U.S.A., Inc., 663 F.3d 1221, 100 U.S.P.Q.2d 1742 (Fed. Cir.
2011): 침해배상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율은 침해자가 침해 개시 당시에 예측하였던 이익률
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침해자나 권리자의 예상이익율은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
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GP 기준 대로 침해 시 가상의 실시계약 상황에서 고려되는
이런 요소들이 합리적 실시료율의 상한을 결정하는 인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
- Douglas Dynamics, LLC v. Buyers Products Co., 717 F.3d 1336, 1346, 107 U.S.P.Q.2d
1024 (Fed. Cir. 2013): 원심이 합리적 실시료율을 책정하면서 침해자의 이익률을 상한으로
정한 것은 법리상 오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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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ucts Inc., 876 F.3d 1350, 124
U.S.P.Q.2d 1885 (Fed. Cir. 2017): 원심이 장래의 합리적 실시료율을 판결 전 합리적 실시
료율의 2배로 책정하자, 피고가 그 금액이 자신의 침해품 판매로 인한 이익률에 근접하여
과다함을 주장한 데 대하여, 그것은 합리적 실시료율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이
유로 원심을 지지함.

(2) 정

리

요컨대, 미국의 판례와 실무는 확고하게 합리적 실시료와 거래상 실시료의 개념을 구
분하고 있으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전자는 거의 반드시 후자보다 높게 책
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근거는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을 요약하자면, ① 현실에서의 실시계약은 해당 특허의 유ㆍ무효, 실시형
태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체결 실시료를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배상으로서
의 상당실시료는 특허권의 유효와 침해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보
다 금액이 상향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②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해 적법하게 실시허락
을 받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대신, 특허침해를 선택한 피고가 손해배상액으로 거래
상 실시료만 지급해도 좋다고 하면 침해자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도박을 하는 것이
되어 침해를 조장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 ③ 특허법 제284조의 법문에 규
정된 ‘합리적 실시료’라는 개념은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배상액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
로서 실제 배상액 산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 ④ 일실이익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부족하여 부득이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배상을 받게 되는 권리자가 과소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실시료보다 상당히 증액된 금액을 합
리적 실시료로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점 등이다.39)

나.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 간 복합산정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함
미국의 판례는 오래 전부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이익을 근거로
한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잔액에 관하여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한다40)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실증조사 자료에
39)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Brian J. Love, “Misuse of Reasonable Royalty Damages as a
Patent Infringement Deterrent”, Mo, L. Rev Vol.74(2009), pp.923-925.
40) Enterprise Mfg. Co. v. Shakespeare Co., 141 F.2d 916 at 920, 61 USPQ 201 at 204 (6th
Cir. 1944); Egry Register Co. v. Standard Register Co., 23 F.2d 438 at 442 (6th Cir. 1928);
Wm. Bros Boiler and Mfg. Co. v. Gibson-Stewart Co., Inc., 312 F.2d 385 at 386, 136 USPQ
239 at 240 (6th Cir. 1963). Goodyear Tire and Rubber Co. v. Overman Cushion Tire Co.,
95 F.2d 978 at 984, 37 USPQ 479 at 484 (6th Cir. 1937); Minco, Inc. v. Combustion Eng'g,
Inc., 95 F.3d 1109, 1119, 40 USPQ2d 1001, 1008 (Fed. Cir. 1996); State Indus., Inc. v.
Mor-Flo Indus., Inc., 883 F.2d 1573, 1577, 12 USPQ2d 1026, 1028 (Fed. Cir. 1989); King
Instruments Corp. v. Perego, 65 F.3d 941, 952-53, 36 USPQ2d 1129, 1137 (Fed. Ci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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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1998년~2007년 사이의 침해소송 가운데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가 복합산
정된 비율은 전체의 12%였고, 2008~2017 사이에는 21%로 조사되는 등 실무에서 복
합산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41)
복합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특허법 284조가 주로 거론된다.42) 위 조항은, ‘침해
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하며, 어느 경우든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는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일단 피고가 권리자의 특허를 실시(예컨대 침해품을 생산)
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가령 피고가 생산한 침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지 않
음으로써 원고에게 실제 매출액의 감소(일실이익)가 피고의 생산량만큼 이루어지지 않
았더라도 피고의 생산과 판매의 차액만큼은 적어도 실시료 상당 손해를 인정해 주어
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법리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현되고 있다.
(1) 침해자의 판매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경우
- State Industries, Inc. v. Mor-Flo Industries, Inc.43): :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온수기
단열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침해자인 피고와 특허방법을 두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4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사건에서, CAFC는 ‘해당 점유율을 넘은 수량(60%)은 어차
피 원고의 실시능력을 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일실이익 손해는 존재할 수 없고 이에 대
해서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44)45) 시장 점유율을 넘는
60% 부분은 현실적으로 권리자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실이익 배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Panduit 요건 3을 결여: 이는 달리 표현하면 침해자의 판매
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에 해당함).
Rite-Hite Corp. v. Kelley Co., Inc.Quotes, 56 F.3d 1538, 1545(Fed. Cir. 1995); Oscar Mayer
Foods Corp. v. ConAgra, Inc., 45 F.3d 443(Fed. Cir. 1994); Sargent Mfg. Co. v. Cal-Royal
Products, Inc.Quotes, 2012 WL 603268;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v.
Saint-Gobain Ceramics & Plastics, Inc., 637 F.3d 1269, 1290(Fed.Cir. 2011); Ethicon
Endo-Surgery, Inc. v. Covidien, Inc. 2019 WL 2164090.
41) PwC, 2018 Patent Litigation Study(https://www.ipwatchdog.com/wp-content/uploads/2018/
09/2018-pwc-patent-litigation-study.pdf).
42) Crystal Semiconductor Corp. v. TriTech Microelectronics Intern., Inc., 246 F.3d 1336, 57
U.S.P.Q.2d 1953 (Fed. Cir. 2001);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v. Saint-Gobain
Ceramics & Plastics, Inc., 637 F.3d 1269, 97 U.S.P.Q.2d 1897 (Fed. Cir. 2011), cert. denied,
132 S. Ct. 2679, 183 L. Ed. 2d 44 (2012) 등.
43) Federal Circuit, 883 F.2d 157312 U.S.P.Q.2d 1026.
44) “Manufacturing and Marketing: The finding that State has a 40% national market share
is unassailable, and Mor–Flo does not seriously contend otherwise, or that State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produce enough heaters to satisfy at least 40% of Mor–Flo's sales”.
45)

Crystal Semiconductor Corp. v. TriTech Microelectronics Intern., Inc.: “In State
Industries, for example, this court affirmed an award of lost profits for 40%, and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remaining 60%, of the infringer's sales(883 F.2d at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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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goyles, Inc. v. U.S.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46): 시력보호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는 어차피 피고의 침해가 없더라도 피고의 수요를 만족할 정도의 기계적ㆍ
자본적 생산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실이익 손해가 아닌 합리적 실시료 손해로 만족해야 한
다고 판시함.

(2) 시장의 분점이나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기술에 대해 원고 제3자와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든지,47) 시장에서 원고
특허에 대한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그
수요가 오롯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일실이
익에서 배제되는바, 이런 사정에 의해 일실이익 배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특허권자
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48)
- Crystal Semiconductor Corp. v. TriTech Microelectronics Intern., Inc.49):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42%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품의 전체 매출에 대해서 그 비
율만큼의 일실이익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제품의 현실적 시장점유
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시장에 유력한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일실
이익 주장을 배척하였다. CAFC는 이에 대하여 ‘원심이 만약 42%에 해당하는 일실이익 주
장을 배척하려면 응당 그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적 실시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함에도 종래
인정한 합리적 실시료(침해 매출의 58%에 상응하는 부분) 외에 합리적 실시료를 증액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함.50)

(3) 피고의 제조수량이 실제 판매수량(≒원고의 일실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v. Saint-Gobain Ceramics & Plastics, Inc.51):
1심에서 피고가 총 79개의 침해제품을 제조하였고, 그 중 61개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배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79개 전부에 대한 일실이익 상당 손해를 인정하자 1
심 법원은 그 중 피고가 실제 판매한 61개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감액. CAFC는 원
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제조한 총 79개 가운데 실제 판매한 61개를 제
46) 113 F.3d 1572(1997).
47) Slimfold Mfg. Co. v. Kinkead Indus., Inc., 932 F.2d 1453, 1458 (Fed.Cir.1991)
48) Fuji Photo Film Co. Ltd. v. Jazz Photo Corp.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New
Jersey.February 25, 2003249 F.Supp.2d 434; Grain Processing Corp. v. American
Maize-Products Co.,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185 F.3d 134151
U.S.P.Q.2d 1556.
49) Crystal Semiconductor Corp. v. TriTech Microelectronics Intern., Inc., 246 F.3d 1336, 57
U.S.P.Q.2d 1953 (Fed. Cir. 2001).
50) 다만, 이는 법리상 방론이었고, CAFC는 원심과 달리 침해수량의 42%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였다.
51) 637 F.3d 1269, 97 U.S.P.Q.2d 1897 (Fed. Cir. 2011), cert. denied, 132 S. Ct. 2679, 183 L.
Ed. 2d 4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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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18개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 손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함.

(4) 일실이익 산정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침해가 이루어진 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이익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불가능 한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일실이익(lost profit) 기준에 의한
손해 산정이, 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게 된
다.52)

4.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둘러싼 최근 동향
가. Georgia Pacific 기준에 대한 현실적 수정 움직임
미국에서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관하여 GP 기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은 앞서 본대로이다. 그러나 이는 1970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당시에 여러 법원에
서 통용되던 기준들을 모아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적지 않
고, 내용이 모호하거나 가상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점 등 전제와 모순되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각 요소들이 현실 재판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중요도는
각기 다르다. 한편 실제로는 상당수 GP 요소들이 침해직전을 기준으로 사전적(ex
ante)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들을 고려한
사후적(ex post) 시점에 기해 판단되는 등 전제가 무너지고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53)
근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⑬요소(발명이 침해에 기인한 정도)는 실제
해당발명의 침해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 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산정 가능
한 것이고 법원은 오래 전부터 ‘Book of Wisdom’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후적 고찰
을 수용해 왔다. GP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이 ‘과잉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근래에는 GP기준을 재평가하거나 아예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리적 실시료 산정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낡은 GP 기준을 현
실에 맞게 재정리한 것들이므로 향후 우리 실무에서 GP 기준을 참고할 때 아울러 고
려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배심원 지침에 대한 수정
(가) 연방 변호사 협회(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의 배심원 지침(Jury
52) TWM Mfg. Co. v. Dura Corp., 789 F.2d 895, 898 (Fed. Cir.), cert. denied, 479 U.S. 852
(1986)
53) 대표적 문헌으로, Hon. Arthur J. Gajarsa, William F. Lee, and A. Douglas Melamed,
“Breaking the Georgia-Pacific Habit: A Practical Proposal to Bring Simplicity and
Structure to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terminations”,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Vol. 26 (2018. 11),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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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개정

FCBA는 앞서 지적한 GP 기준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적절히 활용
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① 해당 특허발명
이 침해제품에 기여하는 가치, ② 특허발명 이외의 기술 요소들이 침해제품에 기여하
는 가치, ③ 해당 특허발명이나 유사기술에 관해 비교할만한 실시계약의 예로 단순화
하였다.
(나) 학계에서의 다양한 수정 제안들

1) Durie & Lemley 안
Lemley와 Durie 교수는 2010년 공저논문을 통해 GP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 변경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54) 즉, ① 해당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발
전에 구체적으로 공헌한 부분은 무엇인가 ② 그런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투여되
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상대적 가치는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가 ③ 위
①, ②에 기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른 기술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구체
적 증거가 있는가이다.
2) Jarosz & Chapman 안
Jarosz & Chapman은 2013년 공저논문에서 ① 해당 발명이 다른 기술에 비해 인정
되는 개량적 가치에 대한 평가 ② 유사한 실시계약 조건과의 비교, ③ 침해를 회피하
기 위해 우회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것을 제안하
였다.55)
3) Thomas F. Cotter 안
Thomas F. Cotter는 2019년 공저 논문에서, ① 해당 발명이 다른 비술에 비해 인정
되는 개량적 가치를 평가한 뒤,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 침해자와 이를 허락하는 권리
자 사이에 그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 ② 비교 가능한 유사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실시
료율 등 시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을 참작하는 과정, ③ ①과②의 결과를 비교 조
합하여 가상의 실시료액을 산출하되, 그 중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56)

54) Durie & Lemley, “A Structured Approach to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ies”, Lewis &
Clark L.Rev. Vol. 14(2010), pp. 629.
55) Jarosz &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e Dog”, Stanford Tech, L. Rev. Vol.16 (2013), p.769-830.
56) C. Bradford Biddle 외 4 편집,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Cambridge Univ.
Press(2019),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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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jarsa & Melamed 안
전직 CAFC 판사인 Gajarsa는 최근의 공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57)
① 해당 발명이 기술의 개량에 공헌한 정도의 평가: 침해자가 비침해 대체 기술이 존
재함에도 굳이 특허침해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특허발명에 종전기술은 가지지
못한 기술적 개선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실시료 역시 그런 개전점으로 인해 초래
되는 상업적 이득을 넘지 않기 마련이다. 나아가 실시료를 산정할 때 이른바 ‘교체
비용(Switching Cost)’, 즉 이미 특허발명을 실시 중인 침해자가 다른 비침해 기
술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생산라인의 재설계 비용 등 부수적 지출이나 손실 등은
고려에 넣지 말아야 한다.58)
② 특허발명 이외의 요소의 공헌도(침해 물품 등에서의 해당발명의 기여도):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침해자의 매출에 특허발명 이외의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특허발명이 기여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산정의 기
초로 삼아야 한다. 특허발명 이외에 매출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예컨대, 생산과정에
서의 침해자만의 노하우, 침해자의 마케팅 능력, 침해자의 브랜드 이미지, 전체 제
품에서 다른 비침해 부분이 가지는 장점과 역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59) 판례60)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판매 가능한 최소단위의 원칙(the smallest salable
unit)’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는 판매 가능한 최소단위의 물품의 판매가 등이 자동
적으로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특허발명이 그 최소단위 물
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기여하고 있다면 다시 그 기여율만을 산정ㆍ반영해야
한다.
③ 비교 가능한 유사 라이선스의 내용: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에 대해 이미 제3자
에게 실시허락을 한 예가 있거나, 당사자가 실시료 협상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관련 기술에 대한 실시허락의 예는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의 가치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적 실시료를 책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61) 선행 실시계

57) Gajarsa & Melamed, “Breaking the Georgia-Pacific Habit: A Practical Proposal to Bring
Simplicity and Structure to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termination”,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Vol. 26(2018), pp.74-82.
58) 여기서의 ‘교체비용’은 대체 가능한 비침해 기술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대체가능한 비침
해 기술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특허권자의 요구대로 높게 지불되어야 하는 ‘고정비용(Lock in Cost)’
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59) 이는 우리의 실무에서 기여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과 일치한다.
60)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Cite as 694 F.3d 51 (Fed. Cir. 2012).
61)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 Inc., 694 F.3d 51, 67 (Fed.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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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대상 실시계약이 경제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발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상과정에서 이를 고려했을 것
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런 ‘비교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료에 해당 발명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ⅰ) 당사자 사이에 크로스 라이선스 관계 등 특수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ⅱ) 대상 실시계약이 침해 이후에 체결되었고, 침해자가 지불한 실시료에 고
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62) ⅲ) 선행 실시계약이 침해를 전제로 권리자가 소
송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ⅳ) 선행 실시계약 당시 해당 특허발명
의 유효성이나 침해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여 그것이 실시료를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그것이다. ⅱ), ⅲ)은 합리적 실시료 책정 시 감액요소로 반영되어
야 하고, ⅳ)는 증액요소로 각 반영되어야 한다.
④ 라이선스를 원하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상업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 특허발명의 실
시료는 결국 해당 발명이 초래하는 기술적 개량(추가적 시장 가치)를 상한선으로
해서 당사자 간 상대적 협상력을 반영하여 수준이 정해지게 된다. 특허권자가 ’개
방적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여 해당 발명을 실시허락할 필요나 의지가 클수록 실
시료는 낮아질 가능성이 많고, 특허권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을 취할수록 실시료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
권자와 실시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일수록 실시료는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일종의 공생관계(예컨대 실시를 통해 특허권자의 이윤이 보
다 증대되는 경우)라면 실시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표준기술 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실시료 수준은 낮
아지게 된다.
(2) 사후적 사정 (Ex-post) 고려의 증가
합리적 실시료 산정이 ‘침해가 개시되기 직전’에 이루어졌을 가상의 실시계약을 전제
로 함이 원칙이지만, 근래 미국 법원들은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처럼, 침해 개시시점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개시 이
후 변론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고려하기도 한다.63) ‘침해자의 실제 이익에 관한 증
거는 그의 장래 이익에 대한 예측 증거로도 유효하다’고 하거나,64) ‘침해자가 침해 기
간 동안 실제로 거둔 이익의 규모는 가상의 협상 시점에 당사자가 협상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었을 장래 이익을 평가하는데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65)는 것이 그 예
62) William F. Lee & A. Douglas Melamed,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Patent Damages”,
Cornell L.Rev. Vol.101 (2016), pp. 418-419.
63) FROMSON v. WESTERN LITHO PLATE SUPPLY CO, 853 F.2d 1568 (Fed. Cir. 1988).
64) Trans-World Mfg. Corp. v. Al Nyman & Sons, Inc., 750 F.2d 1552, 1566 (Fed. C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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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Harris Corp. v. Ericsson Inc., 417 F.3d 1241, 1257–58 (Fed. Cir. 2005): 당사자는 침해
개시 시점인 1992. 1. 1. 기준으로 가상의 실시료율을 1.75%로 제시하였다가, 그 뒤 침해
개시 이후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경 등을 이유로 1997. 1. 1.부터는 이를 0.5%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산정시 이런 사후적 요소를 고려할
합당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수용하였고, CAFC도 원심을 지지하였다.
-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33 (Fed. Cir. 2009): 특허권자인
Microsoft 사가, 침해 개시시점 이후 실제 시장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크
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의 기준시점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고 주장하였으나, CAFC 이를 배척하면서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책정을 위해 침해 개시 이
후 실제로 침해자가 얼마나 자주 실제 침해행위를 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VirnetX, Inc. v. Cisco Sys., Inc., 767 F.3d 1308, 1330 (Fed. Cir. 2014): 침해 개시 이후
이루어진 실시계약의 내용을 고려에 넣어 사후적으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한 원심의 결정
을 지지하였다.
- Honeywell Int’l, Inc. v. Hamilton Sundstrand Corp., 378 F. Supp. 2d 459 (D. Del.
2005): 상업용 비행기의 보조동력장치에 관한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 개시당시인 1998년
과 1999년을 기준으로 가상의 실시료를 책정하였다가, 911테러 사건 이후 해당 기술에 대
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정을 사후적으로 고려하여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합리
적 실시료액을 당초보다 $11,000,000나 증액 인정하였다.

한편, 학자들이나 실무가 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훨씬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상
의 실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개별사건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인 픽션(fixion)’에 가까운 것이어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아도 법원이 ‘정확히 언제가 가상의 실시계약일 인지’
를 문제삼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거나,66) 아예 가상의 실시계약일이라는 시적 기준을 전면 철폐하고 침해 이후 변론
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모든 사실을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근거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
지의 제안도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67)
65) Riles v. Shel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298 F. 3d 1302 (Fed. Cir. 2002);
Aqua Shield v. Inter Pool Cover Team, 774 F.3d 769 (Fed. Cir. 2014).
66) C. Bradford Biddle 외 4 편집,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Cambridge Univ.
Press (2019), p.29.
67)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Commentary on Patent Reasonable Royalty
Determinations (2016), p.6; Rachel Krevans, John Jarosz, Christopher Robinson &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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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FC는 Aqua Shield v. Inter Pool Cover Team, 774 F.3d 766, 770
(Fed. Cir. 2014) 사건에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은 어디까지나 침해가 개시되는 시점
에서 비침해 대체기술에 비해 특허기술이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예측하
여 실시료 협상을 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한다’고 하여 종래 기준을 재천명하기도 하
였다. 이처럼 적어도 현재까지 주류적 실무는 침해 이후의 사정은 단지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대로 미국에서는 그와 같이 인정된 실시료 액에 대해 법
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한 증액을 하여 합리적 실시로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
여 실시로 상당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나. 전체시장 가치 원칙ㆍ판매 가능 최소단위 원칙ㆍ기여율 고려
(1) 전체시장 가치 원칙 v. 판매 가능 최소단위 원칙
‘전체시장가치 원칙(Entire Market Value Rule)’과 ‘판매가능 최소단위 원칙(The
Smallest Salable Unit Principle)’은 모두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전제(로열티 베이
스)가 되는 침해자의 매출규모를 산정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가) 전체시장가치 원칙

전체시장가치 원칙은, 비록 특허발명이 전체제품의 일부만에 구현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특허권자는 그것이 시장에서 물품 전체의 구매를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증
명할 수 있다면 물품 전체의 판매액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이며,
주로 일실이익(lost profit) 손해 배상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68) 전체시장가치
원칙이 가장 잘 들어맞는 영역은 제약분야처럼 특허발명의 구성과 제품의 나머지 기
술구성이 불가분이고 대체로 특허발명의 특징이 해당 제품 전체의 구매를 좌우하게
되는 분야이다. 반면, 전기ㆍ전자나 기계분야처럼 복합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많고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이 언제나 전체제품의 구매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전체시장가치 원칙은 잘 들어맞지 않게 된다. 한편 CAFC는
Rite-Hite Corp. v. Kelley Co.,사건69) 판결을 통해 전체시장가치 원칙을 합리적 실
시료 배상 영역으로도 확장하였으며, 그 뒤 이를 따르는 후속 판결들도 많았다.70) 그
Chapman, Use of Retrospective Model in Compu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presented at The Sedona Conference “All Voices” Meeting, Nov. 4–7, 2014), p.5, 12;
Jarosz &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e Dog”, Stanford Tech, L. Rev. Vol.16 (2013), pp. 785-786, 800-801.
68) Garretson v. Clark, 111 U.S. 120 (1884); Converting Mach. Co. v. Magna-Graphics Corp.,
745 F.2d 11, 22 (Fed. Cir. 1984) 등.
69) 56 F.3d 1538, 1549 (Fed. Cir. 1995) (en banc).
70) Bose Corp. v. JBL, Inc., 274 F.3d 1354, 1361(Fed. Cir. 2001); Tec Air, Inc. v. Denso M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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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ⅰ) 침해와 비침
해 구성이 복합된 제품 전체의 가격이나 판매이익을 로열티베이스로 실시료 배상을
명하는 것은 결국 비침해 구성에 대해서도 실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과잉배상이
고,71) ⅱ) 법원들이 그럼에도 합리적 실시료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로열티 베이스) 산
정에 전체시장가치 원칙을 적용해 온 것은 주로 배상액을 크게 하여 권리자 보호를
충분히 하기 위한 의도이며,72) 특히 전체시장가치 원칙을 적용하여 로열티베이스를
크게 해 놓는 것은 배심원이나 법관에게 일종의 착시현상(정박효과: anchoring
effect)을 일으켜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과잉산정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유력하다.
즉, 배심원들은 사안의 구체성을 떠나 합리적 실시료 배상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실
시료율(경험분석에 의하면 10% 이상)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정박효과로 인
해 실시료율을 적용할 로열티 베이스 자체가 크면 일단 권리자가 입은 손해도 큰 것
으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실시료율을 적용할 때도 권리자에게 우호적 태도를 띠기
쉽다는 것이다.73) 그로 인해 특허권자는 전략적으로 로열티베이스의 외형을 크게 만
들 수 있는 ‘전체시장가치 원칙’의 적용을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합당
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결국 나중에 CAFC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져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대한 ‘최소판매단위 원칙’의 근거로 설시되기에 이르렀다.74)
(나) 판매가능 최소단위원칙

판매가능 최소단위 원칙은 전체시장가치 원칙과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다. 합리적 실
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특허가 구현된 물품 가운데 독
자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최소 단위 물품의 판매량을 기초로 해야 하며 그것과 결합된
비 침해 물품의 판매분까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75) CAFC는 최근 일련의
Mich., Inc., 192 F.3d 1353, 1362 (Fed. Cir. 1999); Fonar Corp. v. Gen. Elec. Co., 107 F.3d
1543, 1552 (Fed. Cir. 1997) 등.
71) Brian J. Love, “Patentee Overcompensation an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STAN. L.
REV. Vol.60 (2007), pp. 275-278. 일실이익 손해의 경우 특정 제품이 특허품과 불가분적으로 판매
되는 관계라면 침해로 인한 특허품의 판매 감소 시 당연히 그와 불가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시장가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권
리자와 침해자가 실시허락을 체결하는 것을 상정하는 국면에서는 침해의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
까지 실시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서는 전체시장
가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72) Mark A. Lemley, “Distinguishing Lost Profits From Reasonable Royalties”, Wm.&Mary
L.Rev Vol. 51(2009), p.662-664; Thomas F. Cotter, Patent Holdup, Patent Remedies, and
Antitrust Responses, J. CORP. L. Vol. 34(2009), p.1186.
73) C. Bradford Biddle 외 4 편집,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Cambridge Univ.
Press(2019), pp. 42-43.
74) VernetX, Inc. v. Apple Inc., 767 F3d. 1308 (Fed. Cir. 2014);
Quanta Comp., Inc., 694 F.3d 51, 67 (Fed. Cir. 2012).

LaserDynamics, Inc. v.

75) CORNELL UNIVERSITY v. HEWLETT–PACKARD CO. 609 F.Supp.2d 279 (N.D.N.Y. 2009);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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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들에서 판매가능 최소단위 원칙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본원리라고 하였다.76)
VernetX, Inc. v. Apple Inc., 767 F3d. 1308 (Fed. Cir. 2014) 사건에서는 스마트
폰 부품의 특허침해 에대해 전체시장가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한 원심
을 파기하면서 판매가능 최소단위 원칙에 따라 특허가 구현된 부품 자체의 판매량만
으로 손해액 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
Inc., 694 F.3d 51, 67 (Fed. Cir. 2012) 사건에서도 전체시장 가치 원칙이 아니라
판매가능 최소단위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로열티 베이스를 산출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아무리 최소 판매가능 단위라 해도 그 안에 특허발명과 무
관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판매량이 그대로 로열티 베이스가 될 수는 없고 최
소판매 단위 내에서도 다시 특허발명의 기여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77) 아
울러 CAFC는 ‘전체시장가치 원칙은 당사자가 가상의 협상 시에 특허가 구현된 제품
일체의 시장가치를 염두에 두고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78)
(2) 기여율(Apportionment) 반영
(가) 기여율의 의미와 기능

미국 침해소송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서 기여율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
되고 있다.79)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이 시장에서 다른 비침해 구성과의 결합 없
이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제품의 판매 신장에 특허침해와는
관계 없는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GP 기준 ⑬이
‘침해자의 수익에 발명이 기여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는 침해자 스스로 한 개량,
침해자가 부담한 사업의 위험, 비특허 대상인 구성요소 등을 제거하고 오로지 특허발
명에 의해서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윤을 말하는 등, 우리 실무에서의 기여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기여율은 전체시장가치 원칙이나 최소 판매가능 단위 원
칙에 대한 보완 기준으로도 작동한다. CAFC는 앞서 든 2014년의 VirnetX 사건에서
‘전체시장 가치 원칙이든, 최소 판매단위 원칙이든 막론하고 핵심은 해당 사건에서 침
해제품의 판매에 특허발명이 얼마나 기여하였는 지에 있다’며 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
런 법리는 Erricson 판결에도 그대로 이어져, ‘복합제품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로열티 베이스와 실시료율을 함께 고려하여 침해제품에 해당특허의 기여를 얼마나 적
절히 할당, 반영하는가에 있다’고도 하였다. 결국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손해액 산정
76) C. Bradford Biddle 외 4 편집, 앞의 책, p.42.
77) Virnetx, Inc. v. Cisco Sys., Inc., 767 F.3d 1308 (Fed. Cir. 2014).
78)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Fed. Cir. 2014).
79) Gajarsa & Melamed, 앞의 논문(Breaking the Georgia-Pacific Habit: A Practical Proposal to
Bring Simplicity and Structure to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termination),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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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여율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나) 기여율 적용의 실제

법원은 기여율을 침해제품(혹은 침해구성과 비 침해 구성이 결합된 전체제품)의 판매
액인 ‘로열티 베이스’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80) 경우에 따라 침해제품의 판매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한 채 ‘로열티율’에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81) 예컨대 Exmark
Mfg. Co. v. Briggs & Stratton Power Prods. Grp., LLC, 879 F.3d 1332 (Fed.
Cir. 2018). 사건에서 특허의 대상은 잔디깎는 기계장치 전체였으나 기술적 장점을
가진 것은 그중 일부 부품(baffle)이었다. CAFC는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로열티 베이스는 잔디깎이 기계 전체의 판매량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중 해당 부
품(baffle)이 판매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실시료율(royalty rate)을 정한 뒤 이를
로열티 베이스에 곱해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동일
한 실시료 상당 손해액 판단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침해제품에서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기
본이 되는 접근방법은 특허가 초래한 ‘증분 가치(Incremental Value)’ 만큼을 반영하
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특허발명이 구현되거나 포함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차선의 제품(next-best alternative)이 초래하는 수익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추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고려요소들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 차이
해당 특허발명 제품의 가격과 비침해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
법이다. 예컨대 Carnegie Mellon Univ. v. Marvell Tech. Group, Ltd., and
Marvell Semiconductor, Inc.사건82)에서 권리자는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컴퓨터
칩)의 가격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수익 차이가 $0.06~$0.72라는 점과, 해당

80) 특히 ‘최소 판매단위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즉, 전체 물품 가운데 침해를 구성하는 최
소판매 단위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전체 물품의 판매액 가운데 최소 판매단위의 판매액을 특정하여
로열티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실시료율을 곱해 합리적 실시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36 (Fed. Cir. 2009);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51 (Fed. Cir. 2012).
81)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132-3, 166 U.S.P.Q. 235
(S.D. N.Y. 1970).
82) No. 09-290 (W.D. Pa. Dec.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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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표준기술에 해당하고 침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하면 합리적 실시료는 제품 당 $0.5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침해품 1개당 11.5%의 실
시료율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실시료 상당 손해 합계액은 1억 1700만 달러에 달하였
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손해액은 배심원에 의해 수용되었다.
2) 수요자 의견 조사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차선의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자
선호 차이를 가져오는지 등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고려하는 방법이며, 근래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중 근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른 바
‘컨조인트 분석 (conjoint analysis)’라는 소비자 행동분석 방법을 응용하는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은 본래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들이 제품의 어떤 속성(예컨
대, 기능, 디자인, 서비스, 가격, 브랜드이미지 등)을 중시하는지를 설문 등을 통해 파
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품 판매의 이익과 연결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
법이다. 최근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시 침해제품에 특허부
분이 가지는 기여율을 파악할 때 이런 방법이 활용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 Lucent Tech., Inc. v. Gateway, Inc., et al.83)사건(2009)

원고는 공동피고 Microsoft 사의 Outlook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date picker’ 기능
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3.5억 달러를 배상액으로 인정받았으나, CAFC는 원심이 원고 특허가 Outlook 프로
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을 과다계산 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다시 수요자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에서
Outlook 사용자의 43%가 원고 특허 기술인 date-picker 기능을 실제 사용하고 있음
을 근거로 이를 기여율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가사
그렇다 해도 date-picker를 사용하는 43%의 수요자는 오로지 원고의 특허기술 때문
에 Outlook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그 구매동기에는 Outlook의 다른 유용한 기능들
이 함께 포함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여율 주장을 배척하였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수요자 선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기여율이 받아들여지지 않
았지만, CAFC는 당초 판시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기여율 책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나) i4i Ltd. P’ship v. Microsoft Corp. 사건84)(2010)

83) 14580 F.3d 130 (Fed. Cir. 2009), and on remand, Lucent Tech., Inc. v. Microsoft Corp.,
No. 07-2000H (S.D. Cal. July 13, 2011).
84) 598 F.3d 831 (Fed. C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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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MS Word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이 원고의 특허인 ‘XML
편집’ 기능을 침해하였는 이유로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손해 입증
을 위해 기업 단위의 MS Word 사용자들에게 무작위 설문을 하여 MS Word 사용시
얼마나 자주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XML 편집기능을 사용하는 지를 조사
하였으며, MS Word 사용자의 1.9% 가량이 침해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을 받
았다. 이를 MS Word 프로그램의 총 판매량에 적용하면 약 210만개의 Ms Word에
해당하는 바, MS Word 1개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 특허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율인 $98을 곱하여 합계 약 2억 달러를 손해액으로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을 이를
인용하였고 CAFC 역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다) Apple v. Motorola 사건85)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Apple은 피고 Motorola의 휴대폰에서 원고의 특허기술인
‘notification bar’가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합리적 실시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고
는 손해액 입증을 위해 소비자 설문으로 1대당 $270인 Motoloar 폰의 구매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중 15%는 ‘모토로라 폰의 매력적인 모양과 기능’을, 4%
는 여러 기능 가운데 ‘notification bar’를 이유로 들었다.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270 x 15% x 4% x 1/2’의 산식을 통해 ‘1대 당 $0.8’의 합리적 실시료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시도는 설문조사의 항목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소
비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변수로 더 반영시켰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선호도를 기여율 인정의 근거로 삼은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라)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사건들

애플과 삼성 간 일련의 특허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애플의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를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들이 침해제품에 포함된 특허부분의 장점으로 인해
얼마나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배상액 산정
시 기여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고 판시하였고,86) 수요자 조사를 근거로 애플의
손해액을 산정한 전문가 증언이 Daubert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배제해 달라는
청구를 배척하였다.87)
마) TV Interactive Data Corp. v. Sony Corp., 사건88)
85) No. 11 -cv-08540, 2012 WL 1959560 (N.D. Ill. May 22, 2012).
86) No. 11-cv-01846-LHK, 2012 U.S. Dist. Lexis 90877, at *37–38 (N.D. Cal. June 29,
2012).
87) No. 12-cv-00630-LHK, 2014 U.S. Dist. Lexis 24506, at *88 (N.D. Cal. Feb. 25, 2014).
88) 929 F. Supp. 2d 1006, 1019 (N.D. C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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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구성과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비침해 구성들을 대비시켜
수요자들이 각각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비교 판단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실
시료의 하한선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수요자들이 침해제품에서 특허구성으로 인해 얼
마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판매량의 감소 없
이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분석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바)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사건89)

원고는 자신의 ‘Xbox 360 콘솔’에 관한 특허구성이 피고 침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
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한
원고 측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90)

해당 사건에서 침해제품에서 특허구성이 차지하는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
과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위 자료만으로는 당해 사건에서 시장 점유율을 인정하는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소비자 선호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비판론
도 존재한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매우 많은 부품과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유인요소들 또한 그만큼 다양해 질 수밖에 없는데, 선호조사
를 하는 측에서 자의적으로 설문의 요소들을 선택하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소비자 설문을 통한 결과 판단 시 선택지가 7개 이
상 넘어가는 경우 응답자가 효과적 결단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위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에서 설문자는 총 39개의
제품 관련 속성 가운데 7개만을 선택하여 설문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는 바, 법원은 그
설문조사 결과의 증거 적합성을 배척하면서 ‘설문에 포함시킨 7가지 특징과, 배제된
나머지 32가지 특징 사이에 명확한 구별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 분석법 활용시 유의해야 될 점으로 제안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91)
89) 904 F. Supp. 2d 1109, 1119–1120 (W.D. Wash. 2012).
90) No. C 10-03561, 2012 U.S. Dist. Lexis 33619, at *30 (N.D. Cal. Mar. 13, 2012).
91) Damian Geradin & Anne Layne-Ferrar, “Patent Value Apportionment Rules for Complex,
Multipatent Products” 2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 J. 763, 766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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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문대상자
적절한 선택

유의점

설문 대상자가 적절한 적절한 대표성이 있는 그룹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선택시 고려하는 속성은 7개 이하여야 적절
함.

분석

대상

- 분석자는 제품의 속성 가운데 위 설문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유와 배제

속성의 숫자

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함
- 특히 복수의 부품이나 기술구성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분쟁의 대상
이 되었을 때 이런 취사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됨

비합리적 선
택

소비자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상품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선호를 보이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조사 결과 그
런 샘플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의가 수행되어야 함

설문결과에
대한

왜곡

가능성

응답자가 설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문자 스스로 일정
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소비자가 특허침해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는 결국 비침해 대체품

비침해 대체
품

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존재에

대한 고려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설문의 내용에 그 속성도 포함시켜
대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비용접근

비용접근은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첫째,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특허 침해를 통해 비침해의 경우보
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가 곧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내지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주로 방법발명의 경우에 적용되는 수법이
나,92) 물건발명에 적용되기도 한다.93)
아래 표는 일본 특허청 「特許権侵害における損害賠償額の適正な評価ＷＧ」 “特許権侵害における損害
賠償額の適正な評価に向けて”(2018) 보고서 81면에서 재인용.
92) Hanson v. Alpine Valley Ski Area, Inc, 718 F.2d 1075 (Fed. Cir. 1983).
93) Sessions v. Romandka, 145 U.S. 29(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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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자(침해자)가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을 우회하는 대체설계(design around)
을 해 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해당 특허발명의 증분가치 내지 기여도와 비례
한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대체설계를 할 수 있다
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가치도 높게 보기 어렵다는 경험칙에 기반한다. 앞서 든
Apple v. Motorola 사건94)에서 피고는 전문가 증인을 통해 이런 논리에서 원고
Apple의 특허발명의 가치는 1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해당 증인은 피
고의 직원이었으며 불과 한나절 만에 해당 발명의 우회설계에 성공하였다는 것이었
다. 법원은 해당 증인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지만, 이
런 의미의 비용접근법은 객관적 전문가 증거 등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설득력 있는 기여율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95)
셋째, 해당 특허발명의 가치(기여도)는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위해 지출한 연구ㆍ
개발비용’과 ‘해당 특허발명품을 판매하는데 소요된 비용’간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96)

다. 표준특허 등의 침해와 합리적 실시료
(1) FRAND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당사자가 침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점에서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GP 기준은 ‘표준특허’ 환경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들은 GP 기준을 수정 적용하고 있다. 수정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
예인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904 F. Supp. 2d 1109, 1119–1120 (W.D.
Wash. 2012) 판결은, ‘① 제1요소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과거 실시료는 그것 또한
FRAND 실시료 협상이었거나 적어도 그와 동등한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제4, 5요소는 특허권자의 독점권 유지를 위한 실
시료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ERAND 표준특허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준이다.
③ 제6, 8요소는 특허발명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실시권자
의 파생적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FRAND 상황에서의 중점은 그것
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가치가 아니라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④ 제7요소는 특허권 및 실시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하는 것인데
94) No. 11 -cv-08540, 2012 WL 1959560 (N.D. Ill. May 22, 2012).
95) Zelin Yang, “Damaging Royalties: An Overview of Reasonable Royalty Damages”,
Berkeley Tech LJ. Vol.29 (2014), p.667.
96) Pacific Bioscience Labs., Inc. v. Nutra Luxe MD, LLC, et al. 19 No. 10-230, Dkt # 200
(W.D. Wash. Aug. 21, 2012). ‘해당 특허발명품을 판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결국 해당 특허발명품
의 판매규모 (시장에서의 성공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이
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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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상황에서는 존속기간이 사실상 동일할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⑤ 제9요소는 종래 기술과 비교되는 특허발명의 장점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특허발
명에 대신하여 표준이 될 수 있었을 기술을 대상으로 해야 하면 표준으로 채택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장점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⑥ 제10, 11요소는 특허발
명의 성격, 사용도, 장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FRAND 하에서는 오히려 관련 표준
기술들 전체에서 해당 표준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 침해품에서 표준기술이 차지하
는 비중과 중요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3요소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발
명의 특허기술 자체로서의 가치에 집중해야 하며 해당 기술이 표준이 되었다는 점에
도 가치를 부여하면 특허위협(Hold-up)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⑧ 제15 요소 관련하여 침해 개시 시점에 당사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을 상정하는 것인데 FRAND 하에서 특허권자는 합리적 조건 아
래서는 반드시 실시허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FRAND 조건 아래서 수정 적용할 GP 기준과 그 근거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2) 특허위협(Hold-Up) 문제
표준특허의 침해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허위협(Hold-Up)이다.
권리자가 표준특허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실시료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FRAND 표준특허 침해 사건에서 대부분 판결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97) 기본적으로는 FRAND 내용에 들어 있는 비차별적 실시료가 기준이 되는 한
편, 표준특허의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역시 해당 발명의 기술적 증가기여분
(incremental value)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98) 아울러 표준
특허의 침해에 대해서는 가상의 협상일을 ‘침해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침해)하기
직전’이 아니라 ‘해당 발명이 표준으로 지정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제안된
다.99)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에는 이미 고정효과(Lock-In effect)가 발생
하게 되고, 그 이후 실시자에게는 다른 기술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며 실시료는 해
당 발명의 증분 가치와 무관하게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100)
97)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 1226 (Fed. Cir. 2014);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904 F. Supp. 2d 1109, 1119–1120 (W.D. Wash. 201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WL 5593609 (N.D. Illinois, Eastern Division, 2013) 등.
98)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 1226 (Fed. Cir. 2014):“RAND 확약이 붙
은 표준특허의) “어떤 실시료 지급 명령도 특허 발명의 증분가치에 기초해야 하며 특허권이 부여된
요소가 표준에 포함됨으로써 증가한 가치에 기초해서는 아니된다”; Jorge L. Contreras & Richard
J. Gilbert, “A Unified Framework for RAND and Other Reasonable Royalties”, 30
BERKELEY TECH. L.J.(2015), p.1457.
99) Gajarsa & Melamed, 앞의 논문(Breaking the Georgia-Pacific Habit: A Practical Proposal to
Bring Simplicity and Structure to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termination), p. 81.
100) William F. Lee & A. Douglas Melamed,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Patent Damages”,
101 CORNELLL. REV. (2016), 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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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itching Cost, Lock-in Cost, Patent Holdup Cost 등
이상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불리워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개념들은 모두 특허위
협(Hold-up)의 실질을 가지는 대동소이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허발명의 실시
가 개시된 이후에 해당 기술이 법적ㆍ사실적 표준이 되어버리거나 행정적 규제 등으
로 인해 다른 기술구성으로 대체하기 어려워지거나, 실시자가 이미 해당 기술의 실시
를 전제로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버렸다거나 시장에서 네트워크가 고착되는 등의 이유
로 인해, 다른 기술로 교체하는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침해 국면에서 특허권자는 실시자의 이런 불가피성을 지렛대로
하여 해당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넘는 실시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것은
합리적 실시료액을 상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01) 그에 대한 대안은 결국 법
원이 이런 부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도록 합리적 실시료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한
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법원은 Switching cost가 배상
실시료에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요소가 고착되기 이전에 가
상의 실시료 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
며, 앞서 든 Ericsson Inc. v. D-Link 사건 판결 역시 ’Switching Cost 등의 발생
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지 추측만으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Switching Cost 자체는 합리적 실시료 판단에 고려요소가 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반
대해석된다.102)

라.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 문제
실시료 과적은 전기ㆍ전자, IT 관련 제품처럼 단일한 제품에 복수의 부품이나 기술이
집적된 경우 하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특허침
해가 수반되고, 그 결과 합리적 실시료의 배상액의 총합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특히 IT나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보유기업들이 특허풀(Patent Pool)을
형성하고 복수의 기술을 패키지로 실시허락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패키지
기술에 대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시료 배상액의 총합이 매우 커질 수
101) 미국에서 이 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논의하는 문헌들은 매우 많다: Thomas F. Cotter, “Patent
Holdup, Patent Remedies, and Antitrust Responses”, 34 J. CORP. L. 1151 (2009); Joseph
Scott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40 IND. L. REV. 351(2007);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85 TEX. L. REV. 1991 (2007); Carl Shapiro, “Injunctions,
Hold-Up, and Patent Royalties”, 12 AM. L. & ECON. REV. 280 (2010). Einer Elhauge, “D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Lead to Systematically Excessive Royalties?”, 4 J.
COMP. L. & ECON. 535 (2008); J. Gregory Sidak, “Holdup, Royalty Stacking, and the
Presumption of Injunctive Relief for Patent Infringement: A Reply to Lemley and Shapiro”,
92 MINN. L. REV. 714 (2008) 등.
102)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Commentary on Patent Reasonable Royalty
Determinations(201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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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Bio-technology 분야 역시 단일한 제품을 생산을 위해서 리서치툴, 유전
자 시퀀스, 벡터, 셀라인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103) 실시료 과적의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예가
앞서 여러번 언급된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09 F. Supp. 2d 912
(S.D. Cal. 2007) 사건이다. MP3 관런 특허침해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합
리적 실시료 손해배상으로 1억5300만 달러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Royalty Stacking
의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4)
미국의 재판실무의 실시료 과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CAFC
가 로열티 베이스 산정과 관련하여 종래의 ‘전체시장가치’을 예외로 돌리고 ‘최소판매
단위’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5) 그 밖에 과적실시료가 문제로 된 판
례들이 다수 있으나,106)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예로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2013) 판결107)을 들 수 있다.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2013): 법원은 “그러므로, RAND 조건
아래에서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원고나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이 복수의 특허권을 행사
함으로 인해 침해자에게 단일한 최종 침해품에 대해 ‘실시료 과적’의 폐단이 나타날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RAND 특허 침해에서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로얄티 스태킹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나서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계산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에서 원고의 특허 가운데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것들은 총 19개인데, 약 3000개에 달하는 관
련 표준특허 전체 가운데 원고의 특허들이 차지하는 기술적 중요도가 상위 10%인 점, 해당
표준기술 분야에서 상위 10%의 기술이 전체 표준기술 가치의 약 84%를 좌우하는 점을 각 인
정하고, ② 침해품인 WiFi-Chip의 「1개당 가격($14.85) x 개당 이익률(12.1%) = 침해로 인한
개당 이익 $1.80」을 산출한 뒤 ‘위 침해품 1개당 이익액($1.80)이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지
급할 용의가 있는 실시료의 상한선임’을 명시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
였다. 또, ③ 합리적 실시료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증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1.80 x 84% = $1.51」을 먼저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관련 있는 전체 표준기술 가운데 원고
103) Christopher B. Seaman, “Reconsidering the Georgia-Pacific Standard for Reasonable
Royalty Patent Damages”, 2010 BYU L. Rev. p. 1691.
104) Id, p. 1963; Douglas Heingartner, Patent Fights Are a Legacy of MP3’s Tangled Origins,
N.Y. TIMES, Mar. 5, 2007, at C3
105)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51, 67(Fed. Cir. 2012)(“소규모 부
품으로 구성된 복수 구성상품이 특허침해로 제소되는 경우에 전체 최종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
를 산정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부적절하게 그 상품의 비침해요소에 대한 보상을 받는 위험을 야기한
다.”)
106)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 1226 (Fed. Cir. 2014);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904 F. Supp. 2d 1109, 1119–1120 (W.D. Wash. 2012) 등.
10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WL 5593609 (N.D. Illinois, Eastern
Divis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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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특허기술이 차지하는 수적 비율: 「19 (원고의 표준특허 숫자) / 300 (=총 3,000개의
기술 가운데 10%)」’을 곱함으로써 그 결과인 개당 $0.956(=1.51 x 16/300)가 FRAND 표준특
허권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합리적 실시료라고 최종 판단하였다.

[시사점]: FRAND 표준특허의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면서 실시료 과적
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 방법으로는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s-Up) 등 다
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개별 기술이나 산업분야, 분쟁의 규모와 종류 등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을 열거하는 것은 어렵
고 실익도 적을 것이다. 그러나 위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은, FRAND 표준특허의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① 문제가 된
표준기술이 전체 표준기술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중요도나 위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② 실시료를 누적 산출하더라도 결국 그 상한선은 침해품의 매출을 통해
침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실시료 과적을 염두에 둔 미국 판례의 이런 태도가 보편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앞서 본 대로 ‘합리적 실시 배상액이 언제나 침해자의 이익액보다 작아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은 없다’고 하면서 침해자의 예상 이익액 또는 실제 이익액보다
높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명한 판례들도 많기 때문이다.108) 결국, 이는 사건별 구
체적 타당성 추구의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 즉, 일반적 침해사건이라면 합리적 실시료
가 반드시 침해자의 이익액보다 작아야 한다는 법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IT
나 전기ㆍ전자 분야처럼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특허 부품이 이용되는 분야에서 실시
료 배상액을 누적적으로 산정하게 되면 배상액이 비현실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상한선이 필요하고, 그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
히 침해자의 이익액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이는 어느 정도 산업정책적 고려가 개입되
어야 하는 판단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한 산정된 합리적 실시료를 기초로 침
해자의 악의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증액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결과 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액보다 커지게 되더라도 법리상 문제될 것
이 없다.
[거래계의 실무 예]: 한편, 실무에서는 실시료 과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모델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바이오 분야 등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특허에 대해 패
108) Golight, Inc. v. Wal-Mart Stores, Inc, 355 F.3d 1327 (Fed. Cir. 2004); ; State Industries,
Inc. v. Mor-Flo Industries, Inc., 948 F.2d 1573(Fed. Cir. 1989); Mars, Inc. v. Coin
Acceptors, Inc., 527 F.3d 1359 (Fed. Cir. 2008; Powell v. Home Depot U.S.A., Inc., 663
F.3d 1221, 100 U.S.P.Q.2d 1742 (Fed. Cir. 2011); Douglas Dynamics, LLC v. Buyers
Products Co., 717 F.3d 1336, 1346, 107 U.S.P.Q.2d 1024 (Fed. Cir. 2013);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ucts Inc., 876 F.3d 1350, 124 U.S.P.Q.2d 1885 (Fed. Ci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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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일종의 실시료 총액 상한선(Cap)을 설정하기도 한
다. 즉, 다수의 특허발명에 대해 일괄 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료 상한선을 매출액
의 6%로 설정하는 한편, 만얀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실시계약이 필
요해지면 위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술들에 대한 실시료율을 비례적
으로 낮추는 것이다. ② 반대로 복수의 기술에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다른
기술에 대해 추가 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실시료를 낮추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술에 감축 하한선(Floor)를 설정해 두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109)

마. 재판 후 발생한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Ongoing Royalty)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청구한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 않거나 정지되는 경우
에 대비하여 그 이후의 침해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명할 수 있다. 이는 금지명령
에 갈음한 형평법상 명령으로서 특허법 제284조 대신 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인 제283
조를 근거로 한다.110) Ongoing Royalty는 침해소송 판결 이전에 고려되는 실시료에
비해 고액인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침해자의 배상책임이 판결로 인정된 마당이고, 당
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금액을 설정함에는 침해자가 금지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인지 여부, 합의에 의한 중지
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 금지명령의 중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근거 등
도 아울러 고려된다.111)

Ⅱ. 일

본

일본에서 1998년~2017년 사이의 특허침해소송(1심)에서 상당실시료에 의한 손해액
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고 있다.112)

109) IP Handbook of Best Practices, CHAPTER NO. 11.9 Problems with Royalty Rates, Royalty
Stacking, and Royalty Packing Issues (http://www.iphandbook.org/handbook/ch11/p09/eo
/).
110) Paice LLC v. Toyota Motor Corp., 504 F.3d 1293, 85 U.S.P.Q.2d 1001 (Fed. Cir. 2007).
111) Amado v. Microsoft Corp., 517 F.3d 1353, 1361–1362, 86 U.S.P.Q.2d 1090 (Fed. Cir.
2008).
112) 日本特許庁 (「特許権侵害における損害賠償額の適正な評価ＷＧ」/デロイト トーマツ ファイナンシャ
ル アドバイザリー合同会社), “特許権侵害における損害賠償額の適正な評価に向けて”, (201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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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3, 4항: 2019년 개정 2020년 4월 시행)
우선, 일본은 2019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 가운데 상당 실시료에
기한 손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③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 및 전항에 규정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에 대해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과의 사이
에 합의한다면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얻게 되는 그 대가를 고려할 수 있
다.”
개정사항은, ⅰ) 일실이익 손해의 추정이 복멸된 부분에 관해 권리자가 상당 실시료
배상을 추가로 구할 수 있도록 복합산정을 명문화한 것(제102조 제1항 제2호)과, ⅱ)
제4항을 신설하여 상당 실시료의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ⅲ)
손해배상으로서의 실시료 액은 거래상 실시료 액과 다르며, 변론에 이르기까지 나타
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합리적으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제4항이 ‘침해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한다면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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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가’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 취지라고 한다.113)
한편, 위 규정은 그간 상당 실시료 배상액 산정 시 거래계에서 인정되는 실시료보다
증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학계의 논의가 있었고, 재판 실무 또한 적지 않게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는데, 제4항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상당 실시료를 법관이 증액인정 할 수 있는 근거로는,
ⅰ) 거래상 실시료는 해당 특허의 유, 무효나 실시자의 실시형태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ex ante) 책정되는 것이서 이런 불확실성이 실시
료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데 비하여, 침해로 인한 배상으로서의 실시료는 그런 불확실
성이 모두 제거된 사후적 상태(ex post)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래상 실시료보다 높
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ⅱ)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실시허락을 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한 것이며, ⅲ) 통상 실시료 계약
에는 최저 보증료의 선불, 해제의 제한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실시권자에게 부과되는
수가 많은데 침해자는 계약이 없이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제약을 모두 회피한 것
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114)

2. 종래의 운용 실태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3항은 단지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하나, 그 실
질은 침해를 전후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책정되는 ‘합리적 실시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므로, 개정법의 운용실태는 시간이
걸려야 드러날 것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인 ‘복합산정’이라든지 ‘상당 실시료의 내용
과 배상금 산정의 고려요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
으며, 이를 개정법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3항
에 대한 종래의 운용실태를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증명책임과 적용범위
(1) 증명책임
일본에서는 제102조 제3항 적용 시 요건사실인 손해의 발생이 간주된다는 입장과, 현
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다수설). 다만, 후자의 입장도
비 실시 권리자에게도 당연히 실시료 상당 손해는 발생할뿐더러,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이 권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불발생을 주장하는 침해자에게 있

113) 日本

特許廳, 令和元年法律改正（令和元年法律第3号）解説書(2019), 第1章, 12면.

114) 위 해설서, 13면.

- 95 -

다 하므로,115)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결국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사정‘ 정도가 침해자가 내세울
수 있는 손해불발생의 항변 사유일 것이다.
(2) 적용범위
특허권자가 이미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바 있다면,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추가로 실시
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법적지위에 놓이므로 침해자를 상대로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을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판결례이다.116) 한편, 특점적 통상
실시권자라도 실시계약에서 특허권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권을 인정받았다
면,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 제102조 제3
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 대해서도 권리자는 102조
제3항에 따라 간접침해 행위(실시)에 대한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례이다.117)

나. 상당 실시료액의 산정방법
상당실시료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며, 법원은 침해 이후 그때
까지 나타난 모든 자료를 감안하여 상당한 실시료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
설이자 지배적인 재판실무이다.118) 구체적인 실시료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분류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이 주요 변수임은 물론이다. 결국 아래의 유형
은 ‘로열티 베이스의 다변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1) 로열티 베이스
(가) 물건발명의 경우

① 침해품 판매가액 x 실시료율: 가장 널리 쓰이는 실시료 산정방법이다.
② 침해품 판매이익액 x 실시료율
③ 침해품 임대료 x 실시료율: 피고가 침해품을 제조한 뒤 판매하는 대신 전부 렌탈
형태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판매수익은 인정되지 않고 렌탈로 인한 수익액을 기
초로 실시료율을 적용한 사례이다.119)
115) 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第2版] 中卷, 靑林書院(2017) (이하, ‘新注解 2판’이라고 한
다), 1991-1998면.
116) 新注解 2판, 1998-2001면.
117) 新注解 2판, 2004-2006면.
118) 新注解 2판, 2007-2008면.
119) 大阪地裁 平13. 10. 18. 平成１２年（ワ）第２０９１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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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침해품의 단위당 실시료액 x 실시수량: 일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하급심 판결
례들도 많이 발견된다. 사견으로는, 침해자의 판매수량만 확인되고 총 매출액을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실시한 제3자들이 ’
특허 제품 당 일정한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한‘ 선례를 근거로 같은 방법으로 실시
료 상당 손해를 인정하기도 하고,120) 단순히 인정되는 침해수량에 침해품 단위 당
상당 실시료액을 산정해 곱하기도 한다.121)
⑤ 침해품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 예컨대,
침해자가 특허물품인 윈도우 필름을 원재료 혹은 부품으로 이용하거나 용기에 넣
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침해품의 판매수량이나 판매액을 독
립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위와 같은 침해품 전체의 판매액을 대상으로 실시료율을
곱해 상당실시료를 산정하였다.122)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시장가치 원칙을
따른 것이거나, 침해품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율을 실시료율에 반영한 사례로 평
가할 수 있다.
⑥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123)
⑦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을 원재로,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
액 x 실시료율124): ⑥,⑦은 「특허품 < 침해품 < 침해품을 원료 등으로 한 물품」의
형태로 침해가 다단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종 물품인 침해품을 원료 등으로
한 물품의 판매액 만이 소송상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로열티 베이스로 하고 거기
에 기여율을 참작한 실시료율을 곱하는 형태이다.
⑧ 침해품 사용을 수반한 서비스의 대가 x 실시료율125): 특허물건이 장비이고, 이를
공사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형태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로열티 베이스를 그 침
해행위로 인해 피고가 수령한 대가로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 특허물건의 기여율을
감안한 실시료율을 곱하고 있다.
⑨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 판매한 물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126) : 특허물건을 사용하
여 물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그 물품의 판매액에 실시료율을 곱해 상당 실시료를
120) 東京地裁 平１0. 12. 22. 平成５年（ワ）第８０１２号; 知財高裁 平２１.
（ネ）第１００５４号 등.
121) 東京地裁 平１1. 12. 22. 平成１０年（ワ）第２４号
122) 大阪地裁 平１０. ６.４. 平成８年（ワ）第２４１２号
123) 東京地裁 平１9. 12. 14. 平成16年（ワ）第25576号
124) 大阪地裁 平１4. 10. 29. 平成11年（ワ）第12586号
125) 大阪地裁 平１５. ４. ２２. 平成１３年（ワ）第１１００３号
126) 知財高裁 平２2. 7. ２0. 平成19年（ネ）第１００3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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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２８. 平成２０年

산정한 예가 있다(해당 사건에서는 원고 특허구성이 포함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용융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판매함).127)
⑩ 침해품의 설치공사대금 x 실시료율128): 피고가 특허물건 자체의 설치를 수주받아
시공을 완료한 사안에서 공사로 받은 대금을 로열티 베이스로 실시료율을 곱해 상
당 실시료율을 산정.
⑪ 침해품이 제조만 되고 아직 판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 ⅰ) 침해품의 판매 ’가능‘
금액 x 실시료율로 산정하는 방법, ⅱ) 침해품의 제조 비용 x 실시료율로 산정하
는 방법129) (피고가 제3자에게 침해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납품받은 채 아직 판매
는 하지 않은 사안에서, 침해품의 판매를 전제로 한 실시료 손해는 인정될 수 없
고, 임의 제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한바, 사실상 제3자가 침해품을 제조
한 행위는 피고가 스스로 제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제3자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침해품 제조의 대가를 ‘침해품의 제조로 얻은 이익액’으로 보고 거기에
실시료율을 곱해 상당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함).
(나) 단순 방법발명의 경우

① 침해방법의 단위당 사용료 액 x 사용횟수130): 보편적인 손해액 산정 수단임.
② 침해방법의 사용에 필요한 단위당 비용 x 사용횟수131): 침해자가 방법의 실시로
인해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그 대신 침해자가
해당 방법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액을 상당실시료 산정의 근거로 삼음(이유
는 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각건대 침해자의 ‘실시 비용 < 실시로 얻는
이익’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최저한의 이익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임).
③ 침해방법을 사용한 서비스의 대가 x 실시료액132)
③ 침해방법을 사용한 간접침해품 판매나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ⅰ) 간접침해품
의 판매가액 x 실시료율, ⅱ) 간접침해품의 판매이익액 x 실시료율, ⅲ) 간접침해
품의 임대료 x 실시료율, ⅳ) 간접침해품의 임대이익 x 실시료율, ⅴ) 간접침해품
의 판매가능금액 x 실시료율, ⅵ) 간접침해품의 제조비용 x 실시료율 등이 이용되
고 있다.133)
127) 다만, 판결이 로열티베이스를 이렇게 까지 확장한데 대해서는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다고 한
다. 新注解 2, 2010면.
128) 東京地裁 平２０.１１.２７. 平成２０年（ワ）第８０４９号 .
129) 大阪地裁 平17. 2. 10. 平成１５年（ワ）第４７２６号.
130) 知財高裁 平２2. 3. ２4. 平成20年（ネ）第１００85号.
131) 大阪地裁 平16. 4. 27. 平成１５年（ワ）第８６０号.
132) 大阪地裁 平15. 4. 22. 平成１3年（ワ）第1100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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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의 침해로 인한 상당실시료의 산정시 로열티 베이스는 대체로
물건 특허의 침해로 인한 상당실시료 산정시 로열티 베이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①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액 x 실시료율: 가장 많은 산정방법이다.
②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이익액 x 실시료율
③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임대료 x 실시료율 (침해자가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을 임대한 경우)
④ 침해 제법의 단위당 사용료 액 x 사용횟수
⑤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134): 피고가 곤약제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그 제조장비에 원고의 방
법특허를 침해한 물건을 부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의 곤약제품 판매액을 로
얄티 베이스로 한 뒤 기여율을 반영하고 실시료율을 곱해 상당 실시료를 산정함.
요컨대, 일본의 하급심들은 상당실시료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당해 사건의 개별 특수성
을 감안하여 인정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를 증거로 인정하고 거
기에 기여율과 ‘실시료율’을 합당하게 조절하여 적용함으로써 상당 실시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상당 실시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시료를 산출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
여 비교적 손쉽게 7항의 재량 손해액 인정을 선택하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재판실무
와는 구별되는 점이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실시료율의 결정
일본에서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상당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 같
은 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의 증액은 당연하다는 견해들이 유력하며, 상당 실시료 산
정시 고려요소로는 과거의 실시계약 예, 업계의 실정, 특허발명의 내용, 공헌도, 침해
품의 판매가격, 수량, 시기, 시장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등이 거론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知財高裁는 전원합의체 판결135)을 통해 상당실시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실시료율 인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로, ①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실제 실시계약에
133) 新注解 2판, 2011면.
134) 大阪地裁 平1４. 10. 29. 平成１１年（ワ）第１２５８６号
135) 知財高裁 令和1年 6. 7. 平成30年 （ネ）第１00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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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해진 바 있었던 실시료율, ② 그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에
서의 실시료 실태, ③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 및 다른 기술에 의한 대체가능성
정도, ④ 해당 특허발명이 침해품의 매상이나 이익에 공헌하는 정도, ⑤ 권리자와 침
해자의 경업여부 및 권리자의 영업방침 등 소송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명확히 열거하
고 있다. 아울러 위 판결은 해당 발명의 거래계의 평균 실시료율이 5.3%임을 인정한
뒤 위 각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당 실시료율을 10%로 증액하였다.
(가) 과거의 실시계약 예

일본의 재판실무에서 상당 실시료의 산정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해당 발명에 대한 과거의 실시허락의 예이다. 과거 복수의 실시계약에서 정해진 실시
료율은 적정성이 결여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발명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
하는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136) 과거의 계약 예 가운데 전용실시권이나 독점적 통상
실시권 설정의 경우보다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예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
다.
(나) 거래계의 실시료

해당 기술과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확인되는 거래계의 실시료 역시 상당 실시료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당한 실시료’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른바 ‘국유특허에 대한 실시료 산정방식’
을 따른 재판례들이 많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이를 따르는 재판례는 없다고 한다.137)
하급심 판결례들에서 주로 인용되는 거래계 실시료의 대표적 통계자료는 ① 発明協会
研究センター編「実施料率〔第５版」(2003)과 ②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
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株式会社帝国データバンク, 2010)이다.
(다) 증액 및 감액 요소

학설과 재판실무는 상당 실시료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증액ㆍ감액 사유로 고
려하고 있다.138)
1) 증액요소
가) 특허권자나 특허발명에 관련된 사유

① 계약 선례에 나타난 실시료율이 당사자간 우호적 관계나 장기간 거래,139) 발명 사
136) 新注解 2판, 2020-2021면.
137) 新注解 2판, 2026-2027면.
138) 이하 상세는, 新注解 2판, 2029-2040면.
139) 大阪地裁 平15. 10. 9. 平成１4年（ワ）第90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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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의 부담 등 사정140)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사정이 인정되
는 점 ② 해당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높은 점,141) ③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142) ④ 특허권자의 제품에서 해당 발명이 차지
하는 중요성과 역할이 큰 점,143) ⑤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이나 제품 및 시장 개발에
기울인 노력이 큰 점,144) ⑥ 시장에서 특허권자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둔 상태인
점,145) ⑦ 시장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한 점,146) ⑧ 시장에서 특허권자
제품의 이익률이 높은 점, ⑨ 해당 발명이 특허권자의 부수품 판매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⑩ 침해로 입은 특허권자의 손해가 큰 점, ⑪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점147)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학
설 가운데는 특허권자의 실시료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에 실시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상당실시료는 전용실시권료를 넘는 고액이여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다.148)
나) 침해자ㆍ침해태양에 관련된 사유

① 침해제품에서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149) ② 침해자가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기술 가운에 굳이 해당 특허발명을 선택한 점,150) ③ 침해자 스스로 특허발명
의 장점을 자신의 제품의 장점으로 선전 광고한 점,151) ④ 침해품이 주된 이용형태가
침해형태인 점,152) ⑤ 침해로 인해 침해자의 매상이 실제로 증대한 점,153) ⑥ 침해자
의 영업상 침해품의 사용 필요성이 높은 점154) 등이 고려되고 있다.
다)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특허의 유ㆍ무효나 권리범위의 속부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

140) 静岡地裁 平6. 3. 25. 平成４年（ワ）第524号.
141) 東京地裁 平１7. 5. 31. 平成15年（ワ）第11238号
142) 東京高裁 平8. 5. 23. 平成６年（ネ）第１７０８号.
143) 東京地裁 平１2. 8. 31. 平成8年（ワ）第16782号.
144) 大阪地裁 平24. 11. 8. 平成23年（ワ）第3361号.
145) 東京地裁 平１2. 8. 31. 平成8年（ワ）第16782号.
146) 東京地裁 平１7. 5. 31. 平成15年（ワ）第11238号.
147) 大阪地裁 平19. 11. 19. 平成１8年（ワ）第6536号.
148) 中山信弘 編, 注解特許法[第3版] 上卷, 靑林書院(2001), 1065면; 增井和夫, 田村善之, 特許判例ガ
イド[第4版], 有斐閣(2012), 388면.
149) 東京地裁 平24. 5. 23. 平成22年（ワ）第26341号
150) 大阪地裁 平27. 2. 26. 平成25年（ワ）第6414号.
151) 東京地裁 平26. 7. 23. 平成24年（ワ）第4652号.
152) 大阪地裁 平13. 3. 1. 平成10年（ワ）第7820号.
153) 東京地裁 平１9. 8. 30. 平成17年（ワ）第17182号.
154) 知財高裁 平２2. 7. ２0. 平成19年（ネ）第１００3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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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일반적 실시료와 달리 침해로 인한 배상으로서의 상당실시료는 이미 특허의
유효성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 점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전자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
은 당연하고, 성실하게 실시허락을 받고 적법한 실시를 하는 당사자와, 계약상 제약도
받지 않은 채 특허발명을 실시한 침해자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
로 상당 실시료 배상액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본에서의 다수설155)이
자 판결례이다.156)
2) 감액요소
①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선행 실시계약에서 실시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
되었던 점,157) ② 해당발명이 진보성이 낮거나,

158)공지기술의

일부를 개량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가치가 높지 않은 점,159) ③ 해당발명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160)
④ 해당발명에 대한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점,161) ⑤ 해당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162) ⑥ 특허권자 스스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163) 제3자
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164) ⑦ 침해품이 간접침해품인 점,165) ⑧ 침해품
에 해당 발명 외에 다른 기술이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는 점,166) ⑨ 침해자의 시장에
서 지명도가 높은 점,167) ⑩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는 이익이 낮은 점,168) ⑪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복수의 특허에 포괄적 실시허락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점169) 등이 감안되고 있다.
(3) 기여율 반영
상당 실시료 산정에 기여율을 반영함에 있어 실시료율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입장
(종합고려설)과, 사안에 따라 로열티베이스에 반영할지 실시료율에 반영할지를 개별적
155) 학설의 소개는 新注解 2편, 2035-2037면.
156) 東京地裁 平１3. 10. 30. 平成１１年（ワ）第１４３３８号; 大阪地裁 平15. 10. 9. 平成14年
（ワ）第9061号; 東京高裁 平16. 9. 30. 平成16年（ネ）第1367号 등.
157) 東京地裁 平5. 4. 23. 昭和６１年（ワ）第４３８１号(디자인 사건임).
158) 東京地裁 平19. 12. 14. 平成16年（ワ）第25576号.
159) 知財高裁 平２7. 11. 12. 平成27年（ネ）第１００48号.
160) 東京地裁 平26. 3. 26. 平成23年（ワ）第3292号.
161) 知財高裁 平２2. 5. 27. 平成21年（ネ）第１００06号.
162) 東京地裁 平25. 9. 26. 平成19年（ワ）第6312号.
163) 知財高裁 平２2. 5. 27. 平成21年（ネ）第１００06号.
164) 東京地裁 平19. 10. 31. 平成16年（ワ）第22243号.
165) 大阪地裁 平1. 4. 24.

昭和６０年（ワ）第６８５１号

166) 知財高裁 平２2. 5. 27. 平成21年（ネ）第１００06号.
167) 東京地裁 平19. 10. 26. 平成18年（ワ）第474号.
168) 東京地裁 平2. 2. 9. 昭和５６年（ワ）第３９４０号.
169) 東京地裁 平19. 8. 30. 平成17年（ワ）第1718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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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는 입장(독립고려설)이 있으며 실무 또한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한다.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입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가 유력하다.170) 기여율은, ① 일반적으로 해당 발명의 구성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치 내지 수요자의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정도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 그 밖에 해당 특허부품을 이용함으로 인해 전체 침해품의 생산 비용
이 절감되는 정도도 고려한다. ③ 또한, 전체 침해품의 판매가액에서 특허부분이 차지
하는 판매단가의 비율을 감안하되, 특허부분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품의 전제 제품원가에서 특허부품의 원가 비율을 감안한다.

Ⅲ. 중국ㆍ대만
1. 중

국

2020. 10. 17. 개정된 중국 특허법171) 제71조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1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
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초로 확정
할 수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실시료액에 합리적 배수(倍數)를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배
상액에는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가 고의적이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은 앞서와 같이 정해진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과 경과 등을 참작하여 인민폐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배상액에는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침해와 관련된 회계장부나 기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권
리자가 이를 입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침해

자로 하여금 침해와 관련된 회계장부나 기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침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장부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실한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170) 新注解 2판, 2045면.
171) 2021. 6.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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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권리자의 주장이 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순차 적용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 특허법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서 ① 침
해로 인한 손해액, ② 침해자의 이익액, ③ 실시료액에 소정의 배수를 곱한 합리적 금
액 및 ④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나.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
(1) 인정되는 경우
실시료에 소정의 배수를 곱한 합리적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는 예컨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침해자는 단지 침해품을 제조하였을 뿐
판매하지 않았으며, 침해자의 판매기록 등 제반 증거가 이미 인멸되거나 불완전한 경
우, 또는 침해자가 침해제품으로 판매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다.172)
(2) 고려되는 실시료율과 그 증명책임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시료는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할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거래계 실시료율보다는 구체적 실시계약의 전례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그 특허의 실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조할 수 있는 실시료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면 권리자는 실시료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라거나, ‘특허권자가 제시
하는 실시계약의 예에 따른 실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든지, 소 제기 이후에 실시계
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진실성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거나, ‘법원은 실시
계약이 과연 체결되었는지, 실시권자가 실제로 실시계약에 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
고 실시료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73)
(3) 적용되는 배수(倍數)에 관하여
인정되는 실시료(율)에 곱해지는 배수는 특허권의 종류,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실시
료, 실시허락의 유형(독점적, 통상적), 침해행위의 유형(제조, 수입, 사용, 판매청약,
판매), 침해의 기간, 침해제품의 수량, 침해자의 이익 및 권리자의 시장상황 등을 종
합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174) 적용되는 배수는 1~3배
로 정해지며, 예컨대 0.5과 같은 1 이하의 수치는 허용되지 않는다.175)
172) 尹新天 저(허호신 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2017), 908면.
173) 앞의 책, 908-909면.
174) 앞의 책, 909면.
175)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사건 심리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규정(200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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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벌적 배상과의 관계
(가) 종래의 논의

위와 같이 실시료를 기준으로 한 배상액 산정 시 3배까지의 배수를 곱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그것이 징벌적 배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 종래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원칙이 구체화 한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으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를 포함한 주류적 견해
는 중국의 민사적 권리 침해이론의 기본인 ‘보전적’ 배상을 벗어나 ‘징벌적’ 배상으로
전환하는 취지는 아니며, 권리자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보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법
관이 개별사건의 특징을 반영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176)
(나) 중국의 법 개정이 주는 비교법적 시사점

이처럼 종래 중국에서 실시료에 기초한 배상액 산정 시 배수(倍數) 증액은 징벌적 배
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류적 입장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은
2020. 10.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① 권리자 손해
② 침해자 이익 ③ (배수 산정된) 실시료 상당 손해 각각에 대해 필요 시 5배 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 제71조에 실시료기초 배상 시 배수 증액 사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을 눈여
겨 볼 만하다. 개정 특허법 제71조는 결국 입법 구조상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 9
항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바, 이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합리적 손해액 산정시 규범적 고려를 통한 증액
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상치된다.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시사를 주는 장면
이라 할 것이다.

2. 대

만

가. 관련 규정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제97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기해 산정될 수 있다.

176) 앞의 책, 9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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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16조177)에 의한 산정; 다만, 구체적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가 없었던 경우 해당 특허의 실시로 통상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과
침해 이후 실제로 얻게 된 이익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해당 특허의 침해로 얻은 이익
3.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에 대해 실시허락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합리적 실시료
법원은 고의적 침해에 관해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

나. 합리적 실시료 산정과 관련된 대만에서의 주요 판례178)
(1) 가상의 실시료 기준에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대만 최고법원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기본적으로는 침해자가
침해 당시 권리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시료를 기
초로 하되, 그 밖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실시료율,
권리자와 침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 점유율, 침해품에 대한 해당 특허발명의 기
여율, 침해의 기간, 권리자의 실시허락에 대한 정책, 침해자의 이익액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79)
(2) 전체시장가치 법리를 수용한 예
대만 지적재산권 법원은 ‘기계 내부에서 모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필터부를 청소해
주는 장치’ 특허가 침해된 사건에서, 해당 발명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원고의 제품 대
신 수동으로 필터부를 청소하는 기계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자동 청소
장치(특허부분)이 포함된 원고의 기계장치 전부에 대한 가격을 근거로 침해로 인한 손
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80)
(3) 최소침해단위 원칙을 기준으로 한 예
177) 대만 민법 제216조의 내용은, ‘손해배상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일실
이익에 한정된다.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분은 여기서 말하는 일실이익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178) 이하는 周伯翰, “以合理權利金計算專利侵害損害賠償之研究”, 高大法學論叢 第 14 卷第 1 期
(2018. 9), 257-259면.
179) 最高法院104 年度台上字第1343 號民事判決 등.
180) 智慧財產法院100 年度民專上字第47 號民事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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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적재산권 법원은, 복수의 구성이 누적적으로 결합된 제품 가운데 일부 구성에
대한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침해가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전체 구매수요에
결정적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최소판매 가능단위 원칙에
입각하여 피 침해 특허구성 혹은 그를 포함하는 최소판매단위를 기준으로 실시료 상
당 배상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
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침해를 계속하였음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을 명한
바도 있다.181)

Ⅳ. 프랑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 615-7에 의하면 권리자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ⅰ) 침해로 입은 실제손해와 ⅱ)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ⅰ)은 침해행위가 초래한 권리자의 이익감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입은 이익,
권리자의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산정된다. 그 중 ⅱ)의 주요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182)

1. 실시료 상당 손해
권리자가 실시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로 인한 전(全) 손해는 바로 해당 특허의 실
시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만약 실시주체인 경우라도 권리자가 침해수량의 100%
에 해당하는 실시를 수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실시수량과 침
해수량의 차이 만큼 실시료 상당 손해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복합산정의 인정)

2. 로열티 베이스
특허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로열티 베이스’는 침해자의
매상고(turnover)로 보는 것이 재판실무이며,183) 법원은 이와 같이 확정된 로열티베
이스에 개별 사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시료율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181) 智慧財產法院101 年度民專上字第4 號民事判決.
182) 이하는 Pierre Véron / Stanislas Roux-Vaillard,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France,
(https://www.veron.com/wp-content/uploads/2016/01/Patent_infringement_damages_Mitteil
ungen.pdf), 299-300면 참조.
183)

Cass. Com., March 1, 1994, PIBD 1994, 567, III,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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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료율의 결정과 증액
실시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시계약의 선례, 해당
기술분야나 관련기술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는 실시료율의 실태 등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유사한 특허기술에 대해 스웨덴 회사에게 4%의 실시료율로 실시
허락을 했던 점’을 반영한 판결례가 예시되고 있다.184) 적절한 선례나 객관적 실시료
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실시료
율을 책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경제적ㆍ상업적 가치 등이 중요한 고
려요소가 된다고 한다.185)
한편, 실무는 실시료를 기반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때 객관적 실시료보다 상당한 정도
증액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하였다. 즉, ‘정상적으로 권리
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고 실시하는 제3자와의 형평을 감안하면, 침해자는 실시계약
에 기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실시료보다 증액된 금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한 예가 있는가 하면,186) ‘프랑스가 특허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이유로 손해배상을 증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예도 있었다.187)
하급심의 이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이후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침해로 인
한 실시료 상당 손해 관련, 법원은 개별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고188) 그 뒤 재판 실무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실시료율에 약 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고 한다.189) 예
컨대, 법원은 ‘정밀 화학분야에서 표준적인 실시료율은 10% 내지 15%인바, 이 사건
에서 침해자가 특허권자와의 사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실시에 나아간 사
정을 감안하면 배상 실시료율은 12.5%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90)
이와 같은 실시료 배상의 증액은 징벌적 배상은 아니지만, 실시자가 실시계약 대신
침해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91) 아울
184) TGI Paris, October 18, 1989, PIBD 1990, 471, III, 70.
185) 해당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시료율을 2%로 낮추어 잡은 사례로는,
8 Paris, May 22, 1986, Ann. P.I. 1987, p. 213.
186) TGI Paris, July 6, 1984, PIBD 1985, 360, III, 18.
187)

Paris, May 11, 1989 DB 1989, II, 4.

188)

Cass. Com. February 19, 1991, Ann. P.I. 1991, p. 4.

189) Pierre Véron / Stanislas Roux-Vaillard, Id, p.300.
190)

Paris April 24, 1998, L’Oréal v. Estée Lauder, RDPI 1998, No.86, p. 11.

191) Paris Court of Appeal, 27 June 2017, 15/09294 (Vorwerk/Taurus et al.); Pauline Debre
Jean-François
Merdrignac,
The Patent Litigation Law Review - Edition 3
FRANCE(https://thelawreviews.co.uk/edition/the-patent-litigation-law-review-edition-3/1210
566/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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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런 증액의 배경에는 계약 상 실시료는 해당 특허의 유,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반영된 상태에서 결정되는데 비하여, 침해 배상으로서의 실시료는 해당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높아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한다.192)

Ⅴ. 독
1. 서

일 (연구원 박영규 교수 집필 부분)
론

손해배상책임은 타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이외에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손해발생과 손해액은 피해자가 주장·입증해야만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엇보다 발명 등의 정신적·
무형적 재화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유체물의 멸실·훼손과 같이 어떤 유형
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불이익은 대체
로 침해된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장받고자 했던 수익의 기회, 즉 해당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실시(實施)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또는 스스로 실시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일실
이익의 상실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손해액 산정과 입증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고, 지적재산권은 편재성(遍在性)에 따라 수인에 의한 동시 사용이 가능하
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기존 형태로 여전히 활용하는 상황에서도 침해자에 의한
무단사용이 가능하고, 권리자는 타인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어떠한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민사법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93)
다르게 표현하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어떠한 손해가 특허권 침해로부터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그 손해의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따라서 특
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
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나라는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이라는 위법
192)

o

Sabine Agé and Eddy Prothière, Véron & Associés, Patent litigation in France:

v

e

r

v

i

e

w

,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5-622-06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
a=(sc.Default)&firstPage=true)
193)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 제2판(상)」, 육법사, 2013, 59쪽 및 「지적소유권법 제2판(하)」, 육법사,
2013, 516, 778쪽; 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1423쪽;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 박영사, 2010,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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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한 피해자인 권리자에게 손해발생, 손해액의 주장 혹은 입증
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법리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일실 이익, 실시료 상당
액,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
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각국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상당하는 액수를 최소한의 배상액으로 규정하고 있다.194) 이는 미국 특허법,195)
유럽연합,196) 일본 특허법,197)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되고 있다.198)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 손해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의 경우에도 실시
료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는 권리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
명히 하는 규정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특허법 제128
조 제4항, 상표법 제67조 제4항), 권리자의 지적재산권 활용 방식과 관련하여 만약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실시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실시료 상당의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이유
에서 비롯한다. 이런 이유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청구는 침해자 이익에 의한 손해
액 추정의 경우와는 달리 ① 침해자와 같은 규모의 생산·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권리자가 만약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제3자에게 권리의 실시와 사

19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39쪽; 김재국,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특
허법 제1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기업법연구」 21권 1호(2007), 397쪽
195) 미국 연방 특허법 제284조 1항 : “(...) 법원은 원고에게 침해를 전보하기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자의 특허발명 사용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보다 적
어서는 안 된다.” 관련 내용에 관한 상세한 소개로는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II, 박영사,
2010, 159쪽. 아울러 1946년 이전의 미국 특허법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특
허권자의 일실이익(lost profit) 및 침해자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1946년 법 개정에서 침해자
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소송이 지연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
의 한 형태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손해배상액의 최저한으로
설정하였다. 특허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실시료율을 계산하는 것
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및 침해의 동기를 반영하여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일단 침
해 후 소송에서 실시료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침해를 양산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실시에 대한 공정
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침해된 특허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 한다(심미랑,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실시료 상당액”, 「안암법학」 제37호(2012), 653,
663쪽).
196) Richtlinie 2004/4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Durchsetzung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vom 29. 4. 2004, ABlEU Nr. L 195(이하 ‘유럽연합 집행지
침’이라 함).
197)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3항은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아야 할 액수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8년 특허법 개정시, 실시료 상당
액을 비독점적 통상실시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 실시료보다
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02조 제3항에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198) Dreier, Kompensation und Prävention - Rechtsfolgen unerlaubter Handlung im
Bürgerlichen, Immaterialgüter- und Wetbewerbsrecht, Mohr Siebeck, 2002, S. 167,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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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경우, 그리고 ④ 권리자 스스로 침해받은 권리를 실
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실시료 상당액의
최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무단 실시한 침해자는 권리
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실시허락을 받은 정당한 실시권자와 비교해 이유 없이 시
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199)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은 “제5항(실시료 상당액)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의 산정 방법
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
기에 적절한(adequate) 정도이어야 하며, 이 적절한 정도라는 것은 침해가 없었더라
면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재정적인 지위에 상당한 정도이어야 하지만 합리적 실
시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에서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으
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가 일부만 인정되
는 경우 인정되는 부분만 일실 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을 하는, 즉 하나의 침해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200)가 있다.20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지침에서의 손해배상제도, 이러한
지침에 의해 변화된 독일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제도, 독일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제도, 특히 일실 이익,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 중에서 실시
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아울러,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 이익 손해 내지 침해자의 이익을 자신의 손해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과 병행해서(혹은 이 청구들이 기각된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독일 법리상 허용되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일실 이익 손해를 주

199)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재
산법연구」 제31권 제3호(2014. 11), 249, 255, 256쪽.
200) 우리 특허법상 복합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제6항 제1문은 복합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차호·장태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법학연구」 제55권 제2호(2014), 151쪽. 아울러, 동 규정은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실시료 상당
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주의적인 규정
에 지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제30권 제1호(1997), 7, 38쪽.
201) 장태미,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실시료 상당액 - 초과 법리 및 경과실 참작 법리 -”, 「산업재산
권」 제46호(2015), 81, 83 –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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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가 그 중 일부가 실시능력 초과 등 추정 복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그 기각 부분에 대해 실시료 상당액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해서도 논의
를 전개한다.

2. 유럽연합 집행지침에 따른 독일 손해배상제도의 변화
가. 개

요

독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① 일실 이익의 배상, ②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 ③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들을 혼합하거
나 중첩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202) 또한 프랑스 구 지식
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ectuele, Intelectual Property Code)은 먼저
특허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산정을 허용하면서도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대안으로(alternatively)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산정도 허용하고 있다.203)
즉, 특허권자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과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산
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런 견지에서 프랑스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
상액 산정에서 혼합산정을 허용하지 않고 선택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2014년 개정법
(Law No. 2014-315 of March 1, 2014)에서도 그러한 선택산정 법리는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및 프랑스의 법리는 유럽연합 집행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동 지침 제13조 제1항은 a)에서 먼저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b)에서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산정은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의
대안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204)

나. 유럽연합 집행지침
(1) 개 요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유럽연합 집행지침은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권
리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205) 유럽연합에서의 역내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상품거래를 저해하는 제한이 철폐되고 발명과 투자
202)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R-Dr 64/07, S. 76.
203) Thomas F. Cotter, Monday Miscellany: Protective Letters, Developments in France, the
E.U.,
and
South
Korea,
and
More,
Jan.
13,
2014
(http://comparativepatentremedies.blogspot.com/, 2020. 8. 30 방문).
204) 정차호·장태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법학연구」 제55권 제2호,
151, 162, 163쪽.
205) Richtlinie 2004/4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Durchsetzung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vom 29. 4. 2004, ABlEU Nr. L 195,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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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혜택 받는 영역이 확보되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통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이러한 역내시장의 성공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집행 수단과 관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 규정의 상이함은 역내시장
의 마찰 없는 기능수행을 침해하고 기존의 지적재산권들에 대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동일 수준의 보호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창작자들의 발명의욕을 저해
하고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므로, 이의 시정과 각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규정의 조화를 위해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206) 이러한 지침은 지적재산
권에 대한 높은 동일가치 및 동종의 보호수준을 역내시장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 각국의 규정들을 상호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207)
(2) 손해배상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 제1항은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
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결
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기관
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
정할 때, 동 지침 제13조 제1항 a)은 “일실 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공정한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
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하여 이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동 조항은, 첫째 구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은 권리자를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지위에 놓으려 하는 것이고, 둘째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상액을 침해자의 이익에 따라 정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한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
다.208) 뿐만 아니라 저작 인격권 같은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상을 요
206) Erwägungsgrund 1(Richtlinie 2004/48/EG) : “The 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entails eliminating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and distortions of competition,
while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ccess of the
internal marke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mportant not only for
promot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but also for developing employment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207) Erwägungsgrund 10(Richtlinie 2004/48/EG) : “The objective of this Directive is to
approximate legislative systems so as to ensure a high, equivalent and homogeneous level
of protection in the internal market.”
208)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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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das

deutsche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하는 배상청구는 사실상 그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구제수
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209) 이 지침에서도 정신적 손해
의 인정을 위한 요건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210)
또한, 동 지침 제13조 제1항 b)은 “a)에 대한 대안으로서, 적절한 사안의 경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불해야 했을 금액이란 그 지
적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합리적인 권리자가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용자가 인정했을 액
수를 말한다.211)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단지 침해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만을 확정하면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원래
의 위원회 초안은 이용 계약 체결할 때 지불했었을 금액의 두 배를 배상액으로 한다
고 규정했으나 입법 과정에서의 타협 결과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지침도 이러
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도(at least, mindestens)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212)
나아가 동 지침 제13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적이지 않고 또한 알 수 있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회원국은 사법기관이 미리 정해진 이익의 반환 또
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면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택산정 법리만 인정되며, 혼합산정 법리는 인정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3)

다. 유럽연합 집행지침과 독일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
(1) 유럽연합 집행지침의 국내 입법화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유럽연합 집행지침에 대한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해서 독일 연방정부는 “지적재
산권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이라는 명칭으로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214)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S. 460, 461.
209) OLG München
Urheberrecht.

NJW-RR

1997,

493

-

Ausgleich

von

Nichtvermögensschäden

210) 최상필, “EU의 지적 재산권 시행지침”,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2004),

im

233, 251쪽.

211) BGH GRUR 1990, 1008 – Lizenzanalogie.
212) 최상필, “EU의 지적 재산권 시행지침”,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2004),

233, 252쪽.

213) 정차호·장태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법학연구」 제55권 제2호
(2014. 05), 151, 162쪽.
214)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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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방정부의 입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2008년 7월 7일 통과되어 2008년 9월 1
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소위 한 개의 법률로 여러 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저작권법(UrhG),

특허법(PatentG),

상표법(MarkenG),

실용신안법

(GebrMG), 의장법(GeschmMG), 반도체칩보호법(HalblSchG), 품종보호법(SortSchG)
의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이다. 또한 독일 국내법을 몇몇 다른 국제법적인 규정215)과
도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은 주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다루고 있는데, 금지청구권의 보완(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1항 제2문), 손해배상청구
권, 이윤의 반환 또는 실시료의 유추적용(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 제3문),
폐기청구권과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보완(독일 특허법 제140a조-제
140 e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보장을 위한 은행장부, 재정장부 또는 상업장부제출
에

대한

침해자의

의무(독일

특허법

제140d조),

판결의

공개

(Urteilsveröffentlichung)(독일 특허법 제140e조), 압수(Beschlagnahme) 및 이의제
기(Widerspruch)(독일 특허법 제142b조) 등이 특허법상 주요 개정내용에 해당한
다.21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행위가 반복
될 위험이 있으면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행해지려 하는 경
우에도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동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
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
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동조 제3항은 “특허
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한 제
품은 반대사실에 의하여 입증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
된다. 반대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7)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적재
Eigentums,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BT-Dr 16/5048(2007. 04. 20).
215) 런던조약, 국경압수법(Grenzbeschlagnahmeverordnung)(ABlEG Nr. L 196 v. 2. 8. 2003, S.
7), 그리고 지리적 표시 및 농산물 및 식료품원산지표기보호법(Verordnung zum Schutz von
geographischen Angaben und Ursprungsbezeichnungen für Agrarerzeugnisse und
Lebensmittel)(ABlEU Nr. L 93 v. 31. 3. 2006, S. 12).
216) 김기영, “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2009. 6), 1, 3쪽.
217) 참고로 1997년 영국 특허법 제6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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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방 정부, 연방 상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독일 특허법상의 규정들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들이 특허권자 권리의
강화 및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218)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지적재산권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에서 드러난 연방 정부, 연방 상원의 입장
(가) 연방 정부219)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는 ‘알면서 혹은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라는 표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도록 각 회원국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면서 혹은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라는 문구는 “사법
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
적재산권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
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TRIPs 협정 제45조
제1항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보상해야 할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독일 특
허법 제139조, 독일 실용신안법 제24조, 반도체칩보호법 제14조, 제128조, 상표법 제
135조, 저작권법 제97조, 의장법 제42조, 품종보호법 제37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법률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은 산재해 있는데, 저작권법 제97조, 의장법
제42조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침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
해배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은 “저작자, 학술출판물의 작성자(제70조), 사진가(제72조) 및
실연예술가(제73조)는 가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이외의 손해를 이유로, 형평에 합치되
며 또한 그 범위 내에서, 금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 인격권
같은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있으며, (특허법원의 다른 관할을 침해함이 없이)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
(e) 특허가 유효하며 피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익 반환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 두 가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3) 특허권자 및 다른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특허청장
에게 제기할 수 있고 위의 제1항의 (c ) 또는 (e)에 언급된 청구를 할 수 있다.
218) v. Ungern-Sternberg, Einwirkung der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S. 460.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219)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Drucksache 64/07(07. 01. 26), S. 75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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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독일 특허법 제139조, 독일 실용신안법 제24조, 의장법 제42조와 품종보호
법 제37조는 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와 침
해자가 얻은 이익 사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
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일반 규정인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독일연방대법원은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을 인정하고 있다.220)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먼저,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일실
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대가를 전제로 한 실시계
약에 의해 실시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침해자가 절감한 실시료를 일실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침해자가 타인의 권리의 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스스로
실시하여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고
있다.221)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가 언급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이미 현행 독일
법률에 의해 포섭되어 있다.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러한 손해배상 산
정 방법은 병행하여, 즉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혼합하여 혹은 중첩하여 적용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 않
아, 현재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 혹은 변경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
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독일 저작권법만이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동시에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
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이미 Marlene Dietrich 사건에서의
독일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는 필요한 경
우 정신적 손해에 배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판례에 의해 이는 충분히 포
섭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139조, 독일 실용신안법 제24조, 의장법 제42조, 품종보
호법 제37조의 경과실에 관한 규정은,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 제2항이 “침해자가
고의적이지 않고 또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회원국은
사법기관이 미리 정해진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나) 연방 상원222)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를 국내 입법화하면서 새롭게 규
정되었다. 개정 전 동조 동항 제2문은 경과실이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
220)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II.
221)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II;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222)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Drucksache 16/5048(2007. 04. 20),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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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유럽연합 집행지침에 반하며 따라서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는
유효하며, 이때 일실 이익에 관한 규정은 “배상되어야 할 손해에는 일실이익도 포함
된다. 사물의 통상적 경과에 비추어 또는 특별한 사정, 특히 행하여진 시설이나 준비
조치에 비추어 개연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이익은, 일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는 독일 민법 제252조로 인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권리자는 발
생한 손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의 여부, 즉 일실 이익(독일 민법 제249
조, 제252조), 침해자 이익(제2문) 혹은 실시료 상당액(제3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선택된 손해 산정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술심리의 종료 시점까
지 허용된다는 판례223)의 변경은 의도되지도 않고 아울러 권장하고 싶지도 않다. 독
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에 규정된 침해자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 산
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지 않지만,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224)을 고려하여 이후에도 판례에 맡겨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적절한 사안에서는 침해자가 문제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위해 허락을
요청했다면 지불했었을 최소한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일시불로서
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 제1항 b)와 관
련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2배 혹은 3배 등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독일 법에서의
손해배상제도는 침해자에게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생
한 손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독일연방대법원은 독
일 민법의 근본적인 사고 하에서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s)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225), 유럽연합 집행지침도 형사적 제재
에 관한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가 아니라 손해의 배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226) 등을 고려할 때 실시료 상당액을 2배 혹은 3배 등으로 증액하는 것은 고려할
223)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II.
224)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225)
BGH
NJW
1992,
3096(Vollstreckbarerklärung
eines
US-amerikanischen
Schadensersatzurteils auf “punitive damages" und deutscher ordre public).
226) Erwägungsgrund 26(Richtlinie 2004/48/EG) : “With a view to compensating for the
prejudice suffered as a result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by an infringer who engaged
in an activity in the knowledge, or with reasonable grounds for knowing, that it would
give rise to such an infringement,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to the rightholder
should take account of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loss of earnings incurred by the
rightholder, or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where appropriate, any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As an alternative, for example where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ctual prejudice suffered, the amount of the
damages might be derived from elements such as the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question. The aim is not to introduce an obligation to provide for pu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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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 아울러 유럽연합 집행지침은 “최소한 사용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연방대법원도 이미 신탁관리단체인 GEMA227)의
저작 인접권이 침해된 경우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수수료의 2배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28) 즉 이미 독일에서도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
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집행지침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제도
(가) 개 요

개정법에 따라, 침해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
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 이하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피해자는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사실상
발생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는 실무적으로 종종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대안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는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사실상 발생한 손해의 보상229)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230)

침해자의

이익

(Verletzergewinn)이나 실시료 상당액의 방법으로 특허권 침해자로부터 일실된 실시
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개정 특허법은 판례에서 오랫동안 인정하
고 있었던 3가지 손해배상방법(구체적 손해, 침해자의 이익 반환 또는 실시료 상당액)
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231)
damages but to allow for compensation based on an objective criterion while taking
account of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rightholder, such as the costs of identification
and research.”
227)
Gesellschaft
fur
musikalische
Auffu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altigungsrechte(GEMA,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효질, “저작권집
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독일집중관리단체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018년 겨울호( 2018. 12), 101쪽 참조.
228) BGH GRUR 1955, S. 549, 552. 제국법원은 이미 수수료의 2배를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BGH GRUR 1973, 379 - Doppelte Tarifgebühr 참조.
229) 국내 문헌으로는 김재국·김장생,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2006.12), 461쪽; 김재국·김장생,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2007.3), 395쪽; 김철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창작과 권리」 제40호(2005.9), 2쪽; 조영선,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
상 및 금지청구권”, 「저스티스」 통권110호(2009.4), 83쪽; 현대호, “민법전과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
상제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29호(2002.12), 2쪽.
230) Benkard, Patentgesetz 10. Auflage, C.H.Beck, 2006, § 139 Rdn. 63a; BGH GRUR 1993,
897, 898 - Mogul-Anlage;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77쪽 이하.
231) 김기영, “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 119 -

(나) 개정의 의미

1) 3가지 손해배상제도의 명문화
입법자는 유럽연합 집행지침(Durchsetzungsrichtlinie)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산정
의 경우 일실 이익뿐만 아니라 실시료 유추적용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판례에 의한 손해산정의 다양한 방법을 명문화하였다.232) 또한 피해자에게 3가지 손
해배상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하던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233) 개정 특허법 제
139조 제2항은 침해된 특허권자는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사실상 발생한 차액을 근거
로 손해배상을 특허 침해자에게 요구하거나(독일 민법 249조, 제252조) 또는 적절한
실시료 및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일실 이익을 입증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동 권리는 하나의 산정 방법에 따라 주장한 청구권이 이
행되었거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소멸한다.234)
2) 실시료 상당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특허법 제128조,
제130조)을 두고 있다. 손해액 산정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128조에서는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권리자의 일실 이익으로 가정하고 있으며(제1항),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4항),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간주하고(제5
항), 또 제5항에서의 실시료 상당액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제6
항),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7항) 있다. 특히 제6항 1문은 실제 손해가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6
항 2문은 특허권자가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실제의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침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
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235)

수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2009. 6), 1, 5쪽.
232) 최상필, “EU의 지적 재산권 시행지침”, 「인터넷법연구」 제3권 2호(2004.12), 233, 250쪽.
233) BGH GRUR 2000, 226, 227 - Planungsmappe;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234) Kitz, Rechtsdurchsetzung im geistigen Eigentum - die neuen Regeln, NJW 2008, 2374. 우
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법 제128조, 제130조)을 두고 이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특칙이라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로서는 각 규정을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윤선희, “특허침해에 있어 손
해배상액의 산정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이해 -”, 「저스티스」 통권 제80호(2004.8), 109, 113쪽
참조.
235) 실시료 상당액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기준은 김철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의 산정방법”, 「창작과 권리」 제40호(2005.9), 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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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상원의 입장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3가지 손해배상법의 법적 명문화를 환영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시료 유추 방법의 규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
다.236) 왜냐하면 실시료 유추 방법의 범위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에게 올바르게
실시 허락을 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237) 하지만 일
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에게 자신의 특허에 대한 실시를 허여하지 않는 사
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방 상원의 시각에서도 특허권자가 경우에 따라서
는 다른 손해산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실시료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
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 상원은 독일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실시료의 두 배에 대한 이윤 추정을 규정함으로써 특
허권자의 법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238) 특허 침해자는 결국
은 통상적인 실시료 이상을 손해로 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때 아무런 불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
한 점에서 연방 상원의 의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 대
한 수정, 변경 혹은 보완은 이후 논의가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전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서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독일 특허
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의 경과실에 관한 규정은,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3조 제2항
이 “침해자가 고의적이지 않고 또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회원국은 사법기관이 미리 정해진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
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에,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방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산정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다양한 산정 방법에서 요소들을 서로 부풀려서 산정해서는 안 된다.239) 하지만 이와
236) BT-Dr 16/5048, S. 33, 37, 48, 61.
237) 실시료의 기준시점은 침해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전통적인 산정방식에 따르
는 한 실시료 상당액은 원래 침해자가 적법한 실시를 하였더라도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침해
시에 있어서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공평하고, 배상액이 소액에 그치며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특허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통상”이라는 용어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상당한 또는 정당한”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고, 개별적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596쪽 이하.
238) BR-Dr 64/07, S. 4.; Berlit, Auswirkungen d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im Patentrecht, WRP 2007, S. 732,
734. 원래의 위원회 초안은 이용계약 체결했다면 받았을 금액의 두 배를 배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했으
나 입법과정에서의 타협 결과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다(위원회 초안 제17조 제1항의 a)(이
에 대해서는 최상필, “EU의 지적 재산권 시행지침”,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2004), 233, 253
쪽). 일반적인 실시료의 두 배에 대한 의제적 산정에 대해서는 Bodewig/Wandtke, Die doppelte
Lizenzgebühr als Berechnungsmethode im Lichte der Durchsetzungsrichtlinie, GRUR 2008,
S. 220, 226.
239)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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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로 위와 같은 손해산정 기준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를 고려해야 하지만 중첩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례의 발전 혹은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240) 입
법(안) 및 이를 반영한 독일 특허법에서는 적절한 손해보상을 위해 “개별적인 사례에
서” 실시료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럽차원이나 독일의 입법자는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방법
가. 손해배상제도 연혁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취득했을
금액인 일실이익 상당액,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협상했으면 지급했을 공정하고 합리적
인 실시료 상당액,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등 세 가지 손해배상 방법
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1877년 제정된 독일 제국의 특허
법241)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였지만,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242) 제35조 제1항은 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36
년에 개정된 특허법243) 제47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vorsätzlich) 또는 과실로 특
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는 현
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44) 다만 2008년 개
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
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
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
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나.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일반
240) Kitz, Rechtsdurchsetzung im geistigen Eigentum - die neuen Regeln, NJW 2008, S. 2374.
241) RGBl. S. 501, Patentgesetz, vom 25. Mai 1877.
242) RGBl. S. 79, Patentgesetz, vom 7. April 1891.
243) RGBl.Ⅱ S. 117, Patentgesetz, vom 5. Mai 1936.
244) 판례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가 쉬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자기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서
처리하는 때에는 본인은 제677조(사무관리자의 의무), 제678조(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 제
682조(사무관리자의 무능력)에 정하여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는 본
인은 사무관리자에 대하여 제684조(이익의 반환) 제1문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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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손해액의 산정방
법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방법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독일 판례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
신의 선택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일실이익을 포함한 민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해의 배상(독일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2조), 불법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실시료에 상당하는 액수의 지급 또는 침해자가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손해산정 방법은 손해증명의 경감을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마치 실시허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실시계약의

유추해석

(Lizenzanalogie)의 방법이라고 한다. 가장 특이한 것은 세 번째의 경우로서 저작권
법, 의장법과는 달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관습법적
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
며, 중첩하여 혹은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선택
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배상청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확정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다
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선택된 산정방법의 결과를 초과하는 손해의 주
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 이익의 반환은 상당 실시료에 따르는
추후의 손해산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당 실시료를 넘는 이익반환도 가
능하고, 나아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되고 있다.245)

다. 손해배상 산정
(1) 세 가지 손해배상 방법
제국법원에 의해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고 그 적용 영역이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확대된 판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자는 과실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일
실이익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해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도,
허락받지 않고 실시된 범위·기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실시료를 청구할 수도 혹은 허락
받지 않은 실시를 통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이미지를 침해하는 경우,246) 반경쟁적이고 노예적인 모방의 경
우247) 및 영업비밀 남용의 경우248)에도 이러한 세 가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3

245)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56쪽.
246) BGHZ 20, 345 - Paul Dahlke.
247)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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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손해산정 방식의 법리를 발전시킨 효시인 1895년 Ariston 판결에서 실시료 상
당액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한 책임이 침해행위 전·후의 재산상태 비교에 따른 손해
배상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국법원 1895년 6월 8일 판결(RGZ 35, 63 – Ariston)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 연주 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교체용 디스크에 원고가 작곡한 악곡을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다. 원고는 작곡한 악보를 출판하였는데, 피고의 복제, 배포행위에 의해 이름이 알려지게 되
어 오히려 악보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제국법원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 상태와 당해 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
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본 사건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제국법원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첫째, 권리자는 피고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여, 피고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된 것 전체를 침
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으면 즉 피고가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으면 있어
야 할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의 복
제에 원고의 허락이 없었던 것만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다
면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였다면 취득할 수 있었을 실시료를 현실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로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249)

이를 소개하면, 제국법원은 이 판례에서 우선 손해란 가해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구체
적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여전히 입각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248) BGH GRUR 1977, 539 – Prozeßrechner.
249) 이원복,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18. 11), 50,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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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을 3가지 손해산정 방식과 접목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가해행위가 서로 다른 3
가지의 각도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250) 첫 번째 비난의 대상은 침해자가 지적
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창작을 무단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가 자신의 창작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더라면 있었을 경우로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대상은 권리자가 침해자에 의한 창작의 활용을
감수하기는 하되 이를 무단으로 행하였다는 사정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자
는 침해자가 권리자 자신의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통상의 이
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가해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 세 번
째 사정은 침해자가 원래 권리자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독점적 실시 기회를 권리자가
아니라 침해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가 만약 권리자의 이익을 위한 관리인으로 행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고 구성하였다. 이에 따
라, 실시료 상당액의 반환책임은 구체적 일실 이익을 파악, 산정하기 어려운 지적재산
권 침해 상황에서 권리자가 제3자에 대한 허락 또는 자기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실시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침해받게 된 상황을 재산상 회복해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
으며 이런 한도에서는 위법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설
명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판례가 실시료 상당액의 책임을 전통적 차액설과 조화시
키려는 과정에서 침해행위 전후의 (전체) 재산상태의 비교에서 벗어나 실시허락의 권
한, 다시 말해 권리침해 자체에서 손해 야기의 사정을 찾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된
다.251)
(2) 세 가지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장·단점
(가) 일실 이익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
키는 사정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
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독일 민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금전배상 형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먼저, “사물의 통상적 경과에 비추어 또는
특별한 사정, 특히 행하여진 시설이나 준비조치에 비추어 개연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
던 이익은, 일실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독일 민법 제252조 제2문에 따라 침해
250) RGZ 35, 63, 66. 판례에 관한 소개와 분석은 Helm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Mohr Siebeck, 2007, 223 참조.

Gewinnherausgabe

als

251)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재
산법연구」 제31권 제3호(2014. 11), 249,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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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권리자가 잃어버린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손
해배상 산정 방법은 침해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모든 재산 손실, 예를
들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비용,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할 수익의 감소, 침해자
와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등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252) 반대로,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침해가 없었다면 존재했
을 원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얻을 이익을 권리자
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무단 실시
혹은 실시 등으로 인한 외형적인 손상이 없고 이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이 필요
하지 않아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자의 손실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권리자
혹은 정당한 실시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실시 혹은 사용한 경우, 이익 혹은 상응하는
실시료 수입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권리자가 스스로 실시
하거나 대가를 받고 실시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잃
어버린 이익을 발생하지 않고, 스스로 실시하거나 대가를 받고 실시허락을 한 경우에
서야 비로소 매출액 감소, 예상되는 매출액 증가가 실현되지 않고 이에 따라 권리의
침해로 전체 혹은 일부 이익 상실이 발생한다. 단순히 침해자의 모든 매출액 혹은 실
시료가 전부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
실 이익 산정 방법에 따른 손해의 산정과 실제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여 권리자 입장에서는 종종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기도 한다. 무엇보
다도 자본의 부족, 시장 진입의 장벽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실시하는 권리자 혹은 어떤 이유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
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권리자에게는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 실시료 상당액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은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고, 무단 실
시된 범위만을 확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정 방
법에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침해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침해자가 실시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침해자의 특정 침해 행위 형태
로 실시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253)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

252) Kraßer, Schadensersatz fü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S. 259, 263.
253) BGH GRUR 1966, 375, 377 - Meßmer Te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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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zrechten

und

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실시계약이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의 여부254) 등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특히 비교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저작권법 분야보다도 특허
법 분야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255)
여러 이유로 인해, 특히 침해자는 실시료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실시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의 제품보다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실시료를 침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시료는 침해자가 이용하지 않은 권리자의 노하우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
계약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해 실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보상을 하였고 아
울러 사용자 자신도 직무발명에 대해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기여256)하였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료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금액보다는 높게 책정될 수
도 있다. 침해된 권리가 매출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을 기초
로 하여 실시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지만, 보호되고 있는 부분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보호되고 있는 권리가 전체 매출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실시료는 낮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257)
또한, 여러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시장 상황이나 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나중에 체결
된 실시계약이 당초 체결된 실시계약에서보다 실시권자에게 약화된 혹은 강화된 조건
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실시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에서도 어떻게 실
시료 상당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시료 상당액
의 산정 시점을 침해가 시작된 시점, 법원의 결정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 독일연방대법원은 실시계약 당사자들이 이
후의 전개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경우258)에는 침해가 시작된 시점에 합리적인 실시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실시료 상당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부가하여,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부담은 전반적으로 권리
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259)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실시료 상당액으로
254) BGH GRUR 1973, 375, 377 - Miß Petite.
255) Lindenmaier, Zur Höhe der Lizenzgebühr als Entschädigung für Patentverletzung, GRUR
1955, S. 359.
256) 국내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차호·문려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 「과학기술법연구」 제25집 제2호
(2019), 105쪽 이하 참조.
257) BGH GRUR 1962, 401, 404, 405 - Kreuzbodenventilsäcke III.
258)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II; RG GRUR 1943, 288, 293; BGH GRUR 1966,
375, 378 - Meßmer Tee II; BGH GRUR 1973, 375, 377 - Miß Petite; BGH GRUR 1975, 323 Geflügelte Melo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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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권리자가 받아들여 한다는 제국법
원의 입장으로부터 기인한다.260)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은 신탁관리단체인 GEMA261)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경우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수수료의 2배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동일 취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62) 이는,
계약을 통해 이용이 허락된 경우 관례적으로 통상의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
대가를 지급받아 왔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번번이 좌절
되었던 GEMA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 침해자 이익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의 세 번째 방법인 침해자 이익의 반환은, 가상의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이러한 방법은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자 이익을 얻었는지 혹은 얻고자 했다면 얻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없고,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
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
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263)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
자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피고의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
의 침해를 통해 달성된 침해자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간접비가 공제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침해자 이익은,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침해자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
우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
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259) Preu.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sersatz bei Verletzung von Patenten,
GRUR 1979, 753, 759; fPietzcker, Schadensersatz durch Lizenzberechnung, GRUR 1975, S.
56.
260) RGZ 156, 65, 69.
261) Gesellschaft fur musikalische Auffu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altigungsrechte,
GEMA,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효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독일집중관리단체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
권」 2018년 겨울호( 2018. 12), 101쪽 참조.
262) BGH GRUR 1955, 549, 552. 제국법원은 이미 수수료의 2배를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하였다는 내
용에 대해서는 BGH GRUR 1973, 379 - Doppelte Tarifgebühr.
263) BGH GRUR 1972, 189, 190 – Wandsteckdose Ⅱ;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1995, 349 – Objective
Schadensberechnung;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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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어, 손해배상의 특
별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
하기는 매우 어렵고,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인 유형적 손해를 입
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침해자 이익 반환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판례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고,264)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65)
침해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실시한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침해자의 이익의 한도
에서 배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이익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지 혹은 침해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이익 전체
와 침해가 없었더라도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차이만큼만 배상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독일연방대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은 많은 요소가 결합된 산물로 이해하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권리의 무단실시로 인해
기인하는 침해자의 이익 또한 해당되는 일부분에 한정된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266) 매우 예외적으로 높은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침해자
이익은 실시료 상당액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해자 이익의 손
해 산정 방법은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 산정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 우회 수단으로서
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침해자 이익은 침해품의 매출액
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
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 = (침해품의 매출액 –
공제 가능한 비용) X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이 된다. 여기에서
침해품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오직 침해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관련 물
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의 대상에는 오로지
침해품의 매매에만 기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물품에 의해 취득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
264)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265)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Auskunftspflicht über Werbeerlöse bei unerlaubter Sendung eines
Videofilms).
266) RGZ 156, 65, 67: RGZ 156, 321, 325; BGH GRUR 1961, 354, 355 – Vitasulfal; BGH GRUR
1962, 509, 512 - Dia-Rähmche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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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7)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침해자는 권한 없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특허권자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268) 침해자가 특허를 침
해하지 않는 대체품을 판매하여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항변,269) 반환해
야 하는 침해자 이익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완전히 대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
며, 오히려 침해자 이익 반환의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
다.270) 침해자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
에 기여한 비율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한정된
다.271) 다만,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의 여부
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72)
(라) 손해배상 산정 방법 간의 관계

독일 제국법원, 독일연방대법원은 일실이익, 실시료 상당액, 침해자의 이익이란 세 가
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은 상호간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
다.273) 하지만 권리자는 소송 절차에서 사실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세 가지의 손해배
상 산정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울러 이러한 세 가지 손해배상 산정을 통해
서도 자신의 청구액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선택한 산정방법을 다른 산
정방법으로 변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74)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청구의 이행을 통해 소멸하며, 침해자가 하나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기 전에 권리자가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즉 손해 산
26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268) BGH GRUR 1963, 255 – Kindernähmaschinen;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이와
관련하여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은 이익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침해자
를 피해자의 사무관리자로 취급하는 사고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69)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27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271)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272)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와 관
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S. 260, 265
는 2000년 Gemeinkostenanteil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반환해야 할 이익의 비율을 침해자의 이
익의 15%에서 60% 사이에서 인정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273) RGZ 43, 56, 61; RGZ 156, 65, 68; BGH GRUR 1962, 509, 512 - Dia-Rähmchen II; BGH
GRUR 1966, 375 - Meßmer Tee II; BGH GRUR 1972, 189, 191 - Wandsteckdose II; GRUR
1977, 539, 542 – Prozeßrechner.
274) BGH GRUR 1966, 375, 379 - Meßmer Tee II: GRUR 1973, 375, 379 - Miß Pe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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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법을 다른 손해 산정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침해자는 의도치 않게 어려움
에 처할 수도 있다.275) 이러한 세 가지 손해배상 산정 방법 간의 선택적 관계는 실시
료 상당액으로 산정된 손해배상 외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신용의 실추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276)

4.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
가. 개 요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서는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할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주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산정방법은

독일

제국법원

(Reichsgericht)에 의해 20세기 초부터 인정되었고 그 이후로 독일연방대법원(BGH)
의 판결들에 의해 지지되었다.277) 그 후 “상당 실시료와 침해자 이익 반환의 산정방
법은 손해배상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를 가진 절대적 침
해의 사례에 관한 관습법적인 보충으로서 승인된 것”이라고 하여 관습법적으로 인정
되어 오다가278) 현재는 특허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산
정방법은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고,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가능성 또는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특허권에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실시료 상당액에 따른 책임의 법적 근거
실시료 상당액에 따른 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이들 책임은 ‘실시료 상당’의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침해자가 지출을 면한 비용의 반환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손
해배상의 전통적 관점이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맞추어져 있다면, 실시료 상당액에 의
한 책임은 침해자의 지출의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침해자의 이득반환
에 관한 민법상의 제도는 부당이득 또는 (준)사무관리279)280)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
275)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276) BGH GRUR 1973, 375, 378; BGH GRUR 1973, 375, 379 - Miß Petite; BGH GRUR 1975, 85,
87 – Clarissa.
277)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84쪽.
278) BGH GRUR 1980, 841 - Tolbutamid; BGH GRUR 1972, 189 - Wandseckdose Ⅱ.
279)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은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고, 민법 시행 후에는 제국 법원이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판례를 확
실하게 만들기 위해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설시하였으며, 독일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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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먼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 이외에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재산권의 성질, 다시 말해 발명·상
표 등의 독점적 활용과 그 실시권한에 대한 시장의 거래가능성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
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이 의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하지만, 실시료 상당액의 책임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으로서 실시 여부에 따른 침해자의 손실 여부
를 묻지 않고 인정됨에 반해, 부당이득법은 선의자의 수익보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제한하여 수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의 공
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반환책임을 부당이득 반환의무라고 설
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 반환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281)

다. 실시료 상당액 배상책임의 성격과 취지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최소배상의 기능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규정을
단지 손해액 산정의 편의규정이라고만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더라도282) 권리자는 권리
다(Beuthien/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S. 255, 255-256). “자기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서 처리하는 때에는 본인은 제677조(사무관리자의 의무), 제678조(본인
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 제682조(사무관리자의 무능력)에 정하여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인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는 본인은 사무관리자에 대하여 제684조(이익의 반환) 제1문에 의하여 의무
를 진다.”고 규정한 독일 민법 제687조(부진정사무관리) 제2항과 “사무관리자는 가능하게 되는 즉시
로 본인에게 사무관리의 인수를 통지하고, 지연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결
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 외에 사무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수임인에 관한 제666조(통지의무 및 보
고의무), 제667조(인도의무), 제668조(소비금전에 대한 이자지급)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한 제
681조(사무관리자의 부수의무)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한 경우
본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인 제667조(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받은 것과 사무처리에 의하
여 취득 한 것 전부를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의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제
도는 형평의 이유에서 권한 없이 행위 한 사람을 사무관리 의사를 갖고 행위 하였다고 취급하는 것으
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이원복,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18. 11), 53쪽 참조).
280) 독일 민법 제687조(부진정사무관리)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과
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도 침해자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Beuthien/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S. 255, 256),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라고 설
명하지만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
므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다는 점(Kraßer/Ann, Patentrecht, 7. Aufl., C. H. Beck, 2016, § 35 Rn. 108)
등을 근거로, 준사무관리 제도를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
우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281)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재
산법연구」 제31권 제3호(2014. 11), 249, 262쪽.

- 132 -

침해와 실시료 상당액을 주장, 입증하면 족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283) 이런 한도에서는 침
해자는 면책항변의 가능성을 갖고는 있지만,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은 침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자와의 경업 여부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권리자가 제3자 또
는 침해자에게 권리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으려 하였을 것이라는 주관적 사정도 고려
하지 않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의 무단침해는 실시허락에 따른
권리자의 수익 기회를 좌절케 하는데, 그 기회상실에 대한 재산적 보호는 계약을 통
한 정상적 이용자와 비교해 무단한 침해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
의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권리자의 주관적 실시의도와 관계없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규정이 손해액 산정의
편의규정으로서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손해발생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할 기회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실제에서 이를 이유로 한 침해자의 면책284)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다.285)286) 이상과 같이,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규정은 손
282) 실시료 상당액 배상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손해액 추정의 입장, 손해 발생의 의제 입장, 최
근에는 손해평가설의 입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한 소개로는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39쪽; 김재국,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제4항, 제5
항”, 「기업법연구」 21권 1호, 2007, 397-8쪽.
283)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하)」, 2013, 293쪽; 조영선,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인
권과 정의」 437호(2013), 11-12쪽.
284) 다만 이 같은 면책의 여지는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특허권, 저작권과 달리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
배상에서도 권리자의 상표 실시를 필요로 한다는 다수의 입장에 따르는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대법원 판례 역시 상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상표권자의 상표 실
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침해자가 권리자의 상표 불사용을 주장하여 손해발생이 없음을 주장, 입
증할 경우 실시료 상당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다
33175 판결). 특허권,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상표권의 특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고유의 문제영역이 라
고 생각되는데, 최근에는 위의 판례 태도에 반대하면서 상표권의 불사용만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
책임이 바로 부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조영선,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
해와 손해배상”, 「인권과 정의」 437호, 2013, 14-16쪽) 이 입장에 따르면 ① 상표에 관한 등록주의
법제에서 등록 자체로 상표에 관한 배타적 사용기회의 보장, ② ‘네이밍 전략’과 같이 창의적 상표 자
체가 갖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성의 인정, ③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침해와 침해
자의 실시활동 사이의 조화된 이익 균형의 실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85) 이와 관련해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41쪽 참고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
이에 혹은 어느 누구와도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
하여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조차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286) 상표권을 등록하여 장래 생산·판매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
고 상표를 이용한 생산·판매활동을 하다가 일정 기간 이를 중단하고 있던 시점에 상표권을 침해받았
는데 권리자가 그 도중 다른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상표권 사용의 허락을 한 경우에 전혀 만족스럽
지 못한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권의 불사용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바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권리자는 장래 영업의 준비, 상표 침해의 단속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상품의 조악한 상태에 따른 신용실추 등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고,
후자의 경우 침해자는 성실하게 사용허락을 받은 자와 비교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면함으
로써 위법한 침해행위로부터 오히려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물론 침해된 상표 자체가 권리자
의 불사용에 따라 낮은 주지․저명성만을 가져서 고객흡인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가치
를 (전면)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런 한도에서는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의 재산적 손해 발생을 부
정하거나 또는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상표의 침해행위가 있음에도 불사용이
라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자에게 언제나 손해발생이 없다는 경직된 일반화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여
겨진다(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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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 산정의 곤란함을 해소 하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넘어
서 지적재산권 실시허락 자체의 재산적 가치에 비추어 그 기회의 좌절만으로 권리자
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손해의 발생은 최소손해의
성격에 따라 권리자의 실시허락 여부에 대한 주관적 의도를 묻지 않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실시료 상당액 배상책임의 손해배상법상 의미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은 실시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권리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침해자의 무단실시로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고, 이때 권리자가 제3자 또는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경우에도 그 객관적 사용가치가 인정되
는 한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실시료 수입의 기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손해에
관한 전통적 입장인 차액설의 관점, 즉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과 침해행위가 없었더라
면 있었을 재산의 비교만으로는 손해라고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
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곤란함, 지적재산권 실시권한에 대한 시장가치의 부여,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부당한 우대의 배척이라는 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 비로소 배상되어
야 할 손해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책임은 신체침해, 부동산의 무단사용, 초상·성명의 상업적 무단 이용 등의 경우와
함께 피해자의 현실적, 구체적 재산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가치를 갖는 권리
내지 지위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침해만으로 이미 손해를 인정하려는 손해배상법 내
일련의 발전 현상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87)

마. 실시료 상당액 산정방법
(1) 개 요
실시료 상당액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자는 계약상 실시권자보다 우위 혹
은 열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판례의 입장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
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 오랜 기간 학계는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논의는 유럽연
합 집행지침을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유럽연합 집행
지침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의 최소한도는 실시료 상당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를 독일 국내 입법화 과정에서 권리자의 모든 중요한 손해를 고려하고 실
시료 상당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증가된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실시계약 체결할 때 지불했었을 금액의 두 배를 배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재산법연구」 제31권 제3호(2014. 11), 249, 268, 269쪽).
287)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재
산법연구」 제31권 제3호(2014. 11), 249,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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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논의 과정에서의 타협 결과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의 방법으로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이 선택된 경우, 오랜 기
간 유지되어온 판례에 따라, 침해자는 계약상 실시권자보다 우위 혹은 열위로 취급되
지 않아야 한다.288) 뮤지컬 실연권 침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은 예외289)지만 특허권
침해의 경우, 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독일연방대법원은 실시료 상당액
에 대한 일괄적인 증액은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은 허락받지 않은
실시 권한의 객관적인 가치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290)
독일연방대법원은 입장에 따르면, 정당한 실시권자와 비교할 때 침해자가 누리는 모
든 장점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당한 실시권자와 비교할 때 실시료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불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291)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특허권자의 독점배타권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점, 어떠한 실시허락도 하지 않은 특허권자의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2)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에게 실시허락을 강
요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 가능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판례의
입장과 같이 적절한 실시료로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
하는 견해도 있다.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에서는 실시료 상당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94)
288) RGZ 35, 64, 68; RGZ 144, 187, 192; BGH GRUR 1962, 509, 513 – Dia-Rähmchen II; BGHZ
77, 16, 26 = GRUR 1980, 841 – Tolbutamid; BGH GRUR 1982, 286 –
Fersenabstützvorrichtung;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II; BGH GRUR 2006, 143,
145 – Catwalk.
289) BGH GRUR 1990, 353, 355) – Raubkopien.
290)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III; BGH GRUR 1980, 841 – Tolbutamid.
291) BGH GRUR 2000, 685, 688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292) Kraßer, Patentrecht 6. Auflage, C.H.Beck, 2009, S. 859; Pietzcker, Schadensersatz durch
Lizenzberechnung, GRUR 1975, S. 55; Pietzcker,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sersatz bei der Verletzung von Patenten (71) - Bericht erstattet im Namen der
deutschen Landesgruppe, GRUR Int 1979, S. 343; Preu,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ersatz bei Verletzung von Patenten, GRUR 1979, S. 753; Pagenberg, Die
amerikanische Schadensersatzpraxis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Mehrfacher Schadensersatz für Patentverletzungen als Modell für Europa?, GRUR Int
1980,
S.
286;
Delahaye,
Kernprobleme
der
Schadensberechnungsarten
bei
Schutzrechtsverletzungen, GRUR 1986, S. 217; Heermann, Schadensersatz und
Bereicherungsausgleich bei Patentrechtsverletzungen, GRUR 1999, S. 625.
293) Pietzcker, Schadensersatz durch Lizenzberechnung, GRUR 1975, S. 55.
294) Preu,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ersatz bei Verletzung von Patenten,
GRUR 1979, S. 753, 762; Kraßer, Schadensersatz fü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S. 259, 271;
Pagenberg, Die amerikanische Schadensersatzpraxis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 Mehrfacher Schadensersatz für Patentverletzungen als Modell für
Europa?,
GRUR
Int
1980,
S.
286,
296;
Delahaye,
Kernprobleme
der
Schadensberechnungsarten bei Schutzrechtsverletzungen, GRUR 1986, S. 217,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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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당사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침해기간 중의 현실의 사
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실시료를 약정하였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서 상정되고 있는 실시계약의 당사자는 침해자와 특허권자가 아닌 추
상적인 합리적 당사자를 상정하되, 실제 당사자도 참작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리
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침해자에 의해 행해진 사용행위에 대한 실시 대가로 합의했었을
금액을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 당사자 지위의 특징적 차이가 실시료를 증액하거
나 감액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결정의 시점
에서 주어진 사정을 알았더라면, 합리적인 실시허락자가 요구했을 그리고 합리적인
실시권자가 인정했을 금액이 객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허의 경제적 의미, 특허
권자의 독점적 지위 및 침해자의 고유한 보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준 시점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점이 문제되는 것은 침해 당시에는 알 수 없
었으나 그 후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까지 드러난 사정을 도무 참작할 수 있는 것인
지, 오로지 침해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정만을 참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
히 다투어지고 있다. 제국법원은 당초 침해의 시작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결정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중에는 침해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
으로 변경되었다.295) 현재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도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
적인 예로,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소부는 사전적 고려(ex-ante-Betrachtung)를 기본
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296) 특허권소부는 합리적인 당사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97)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사후적 고려를 통해 실시권자가 부담하는 위
험은 특허권의 가치가 단지 사전에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 불과한 반면 특허권자는 기
술적 개발, 경제적 가치 형성 부담을 모두 지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8)
295) RGZ 35, 63, 68; RGZ 171, 227, 239.
296) BGHZ 119, 20, 27) = GRUR 1993, 55 – Tchibo/Rolex II.
297) BGH GRUR 1962, 401, 404 – Kreuzbodenventilsäcke III.
298) Pietzcker, Schadensersatz durch Lizenzberechnung, GRUR 1975, 55, 56; Pietzcker,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sersatz bei der Verletzung von Patenten (71) Bericht erstattet im Namen der deutschen Landesgruppe, GRUR Int 1979, S. 343, 346;
Preu, Richtlinien für die Bemessung von Schadenersatz bei Verletzung von Patenten,
GRUR 1979, S. 753, 759; Kraßer, Schadensersatz fü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S. 259, 263;
Delahaye, Kernprobleme der Schadensberechnungsarten bei Schutzrechtsverl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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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경우 사후적 고찰이 불가피하게 영향
을 미쳐야만 한다는 점, 불확실한 법적 지위는 실시료 감액의 효과로 나타나게 마련
인데, 침해자에 대한 상당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면이 없으며, 침
해자의 법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정황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른바 사후적 고찰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드러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99) 결국, 침해의 결과인 침해자의 이
익액을 고려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기 쉽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의 불확실
성이 침해자의 이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밝혀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300) 이러한 사후고찰을 통해 매출액의 크기에 따
라 실시료를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로 인해 실시료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침해행위의 종료시점에 산정하게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독점적 혹은 비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동시에 실시를 허락하지 않음은 물론 허
락하지 않겠다는 선언한 상황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는 단독의 실시권자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이러한 특허권 침해자에게는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은 독점적 실시권을 기
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외에는 비독점적 실시권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다. 마찬가
지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동시에 실시를 허락하지 않음은 물
론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한 상황에서, 다수의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시
료 상당액 산정은 독점적 실시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01) 반대로,
한명의 특허권 침해자 있는 경우에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이 산
정되어야 하고, 복수의 특허권 침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독점적 실시권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결정하고(동시에 복수에 의해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실시료
상당액은 비독점적 실시권을 기준) 다만 실시료 상당액을 증액함에 있어 가상의 첫
번째 침해자의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침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02) 만
약, 특허권자가 다른 침해를 묵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은 다른 침해자로 인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액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GRUR 1986, S. 217, 220; Heermann, Schadensersatz und Bereicherungsausgleich bei
Patentrechtsverletzungen, GRUR 1999, S. 625, 629.
299) Kraßer, Patentrecht 5. Auflage, Verlag C. H. Beck, 2004, S. 884.
3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주해 Ⅱ」, 박영사, 2010, 250쪽.
301) Pietzcker, Schadensersatz durch Lizenzberechnung, GRUR 1975, S. 55, 56.
302) Tetzner, Der Verletzerzuschlag bei der Lizenzanalogie, GRUR 2009, S.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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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료 상당액을 증액, 감액하는 요소
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에는 우선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특
허발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실시료 상당액은 고액으로 산정되고,
반면 다른 제품, 즉 대체 제품에 의하여도 특허제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감
액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권이 전체 제품에 대한 것인 경우에 특허발명에 의하
여 제품 전체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때에는 제품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이 책정된다. 해당 특허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 실시료
액도 참작되고, 당해 업계에서의 실시료 시세를 참작 할 수도 있고, 동종 기술 분야의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시료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 이외에도,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상업적 관계, 대체품의 존재, 침해자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는 먼저, ① 특허권
침해자는 실시권자와는 달리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불 위험을 부담하지 않
는다는 점, ② 사후에 이자를 지불함에 따라 침해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③ 특허권의 경제적 의미, ④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우회적인 실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⑤ 보호되고 있는 기술적인 사상이 얻게 되는 가치의 상
승, ⑥ 이익에 대한 전망, ⑦ 기술적인 사상을 넘어 특허권자의 지식 혹은 좋은 명성
이 이용되는 경우, ⑧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 ⑨ 특허 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
은 침해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절약, ⑩ 저렴한 제품을 통해 이미지 손상을 야
기한 경우, ⑪ 부쟁조항이 없는 경우, ⑫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
우, ⑬ 침해자의 파산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소로는, ① 투자
비용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단기간의 실시, ② 복합 제품에서 자신의 특허권과 타인
의 특허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③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실시에 방해받고 있는
지위인 경우, ④ 실시료 지불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⑤ 선사용권이 존재
하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303)

5.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 및 기타 관련 쟁점
가. 개 요

303) Schulte, Patentgesetz mit Europäischem
Heymanns Verlag, 2014, § 139 Rdn.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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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übereinkommen,

9.

Auflage,

Carl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가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 실제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을 할 수 있는지, 즉 하나의 침해 사안에 대하여 두 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만약 그러한 혼합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특허권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일실이익의 배상,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 침해자 이익의 반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선택된 규정에 따라서만 산정을 하게 된다. 독
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 시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① 일실이익의 배상, ② 실
시료 상당액의 배상, ③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들을 혼합하여
혹은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304) 이러한
독일 등의 법리는 유럽연합 집행지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은 a)에서 먼저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b)에서 합
리적 실시료에 의한 산정은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의 대안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특허법 아래에서 두 가지 산정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혼합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리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나. 판례의 태도
(1) 서 언
우리나라에서는 혼합산정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유한킴벌리가 자체
생산라인으로 추가 생산할 수 있었던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4,180,20pad(199년),
25,747,289pad(200년)에 대하여 원고 킴벌리 클라크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
여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특허실시료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305) 동 판례는 혼합산정, 즉 침해품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의 일실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실시료 상당액에 의
한 배상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 측에 이득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생산능
력을 초과한 침해품의 販賣數量分에 관하여는 손해의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여
야 한다.”는 견해,306) “예를 들어, 침해자가 판매한 특허침해제품의 수량 중 일부는
304)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3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 13. 선고 96가합616 판결.
306)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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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혹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였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3항의 실
시료 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
도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의
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할 것이다.”라는 견
해,307)

“손해액 산정규정은 모두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의 특칙이라 할 수 있으며, 권리자로서는 각 규정을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근
거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의 각 규정은 손
해액 산정을 위한 방식규정으로 대등하게 위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각 항의 적용은 산정가능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
는 견해308)가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특허법 아래에서 두 가지 산정방법을 같이 사용
하는 혼합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리상 근거가 무엇인
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판례의 태도
(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변경 : BGH, GRUR 1993, 55 - Tchibo / Rolex II
[판결 요지]
Ÿ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 산정방법 중 하나의 산정방법에서 다른 산정
방법으로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가 이행되거나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소멸된다. 이는 특정 손해배상 산정방법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Ÿ

실시료 상당액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가상)실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당초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실시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Ÿ

제3자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 한 경우, 실시료의 추정치는 침해 당시 모방 제품에 의해 모방
된 제품의 가치가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법 분야에서는 입증이 곤
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를 추정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권리자의
손해가 의심할 여지없이 발생하고 손해를 결정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손해를 추정해야 한다.

[사안의 개요]

30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주해 Ⅱ」, 박영사, 2010, 216쪽.
308) 윤선희, “특허권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이해-”, 「저스티스」 통권
제80호(2004), 13쪽.

- 140 -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 원고는 롤렉스(Rolex)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의 Montres
Rolex S.A.의 자회사이고, 모회사인 Montres Rolex S.A.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50만개의 손목시계
를 판매하여 총매출액이 10억 스위스 프랑(대략 1조 3,000억)이르고 있는 대기업이다. 동 기업은
정책적으로 저명한 시계의 공급을 제한적으로 하여, 항상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피고는 종전에 약 500 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였고, 대략 7천개의 로스팅
커피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커피 판매는 피고의 세전 총 판매액 약 20억 DM의 약 3/4를 차지하
고 있었다. 피고는 제공되는 커피, 저렴하고 빠른 대량 판매와의 시각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점 및 창고에서 판매되는 세련된 보석 및 손목시계 등과 같은 소비재의 판매를 통
해 총 매출액의 약 1/4 정도를 달성하였다. 1978년과 1982년 사이에 피고는 13번의 판매 캠페인을
통해 총 5,930,000개의 손목시계와 걸치는 시계를 24.95마르크에서 49.95마르크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12일 동안 매일 대략 25만개에서 80만 개가 판매되었다. 1980년 9월 피고는 스위스
회사 E.에서 제조한 로열 캘린더 유형의 여성용 및 남성용 손목시계 495,228개를 각각 39.95DM의
소매가에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시계가 원고의 모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남성용 손목시계와 여성용 손목시계를 노예적으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 소를 제기하였
다. 지방법원은 1980년 여름 피고가 지점 및 창고에서 로얄 캘린더 유형의 여성용 및 남성용 손목
시계를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도록 하였거나 이러한 시계를 신문, Tchibo 판매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고 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Tchibo/Rolex 사건의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309) 이러한 판결에 따라 원고는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로열 캘린더 시계 판매로 인해 발생한 판매 감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보다는
피고가 로얄 캘린더 시계의 판매로 얻은 추정 이익 8,400,000DM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가 반경쟁적 판매를 통해 8,421,428DM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8,400,000DM의 손해배상과 8.25% 이자를 선고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원고는 일부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또 다른 일부는 다른 출처, 예를 들
어 다른 법적 분쟁 및 신문에서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원고는 1심 법원의 마지막 구술
심리 후에 이르러서야 실시료 상당액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하면서 그
배상액은 모방제품 판매의 20%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포
함하여

침해자

이익으로

270,000DM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3,092,615DM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지만 이중 2,151,548DM만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다.
[판결 내용]
Ⅰ. 원심은 침해자 이익에서 예비적으로 청구된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면서, 실시료율을 경험측상 제품 순판매액의 12.5%라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시계
사업에서는 이미지의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고급 시계를 저렴한 브랜드(현재의 경우 1 : 100의 가
격 비율)로 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통상적인 실시료율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상표권자가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렴한 복제품을 허락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될

309) BGH GRUR 1985, 876 = WRP 1985, 397 – Tchibo/Ro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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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합리적이고 아울러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실시료가 적절할 것이다. 유명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자신의 값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매출로 이어짐에 따라 사용권자는 기꺼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실시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반대로 권리자는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자신의 값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
은 실시료가 지불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 그리고 롤렉스(Rolex) 시계처럼 저명한 브랜드의 실시료율
은 시장에서 12.5%에서 20%에 이른다는 전문가에 의견에 따르면, 제품 순판매액의 12.5%를 실시
료 상당액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Tchibo 시계의 높은 판매량, 다른 한편
으로는 일회성이라는 점과 판매의 시간적 제한(대략 10일)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롤렉스
(Rolex) 시계의 이미지 손상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
인 산업 분야에서 실시료율이 1 – 10%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사건에서 12.5%의 실시료율은
매우 높은데 이는 저명한 이미지 요소가 고려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 사건에서 원고는
실시료 상당액이 아니라 침해자 이익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아울러 침해자의 이익이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액(1심 270,000DM)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침해자의 이익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한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동 사건에서 침해자의 모든 이익이 아니
라 권리 침해와 관련된 일부분만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Tchibo 시계와 원고의 롤렉스(Rolex) 시계의 유사함으로 인해 판매된 수량이 실제로 피고 Tchibo
시계의 총 판매에서 차지하는 분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Ⅱ. 1. 피고는 구술심리에서 객관적인 손해배상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원심이 손해배상 청구의 필
수적인 요건, 즉 손해의 발생과 소위 객관적인 손해배상 방법에 의한 산정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오
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원칙에 기대어 모방된 제품의 판매
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경쟁법 분야의 경험에 따른 원칙에 의하
면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손해가 발생된다고 가정한다. 시계의 외
관과 명성에 관심을 갖는 잠재적 고객이 저렴한 모방제품의 구매를 통해 만족하고 이에 따라 오리
지널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의 판매를 통해 자신의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동 사건
에서처럼 판매 규모(495,228 모방제품)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험에 따른 원칙상 권리자가 자신을 고
객을 잃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동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은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의 방법뿐만 아니라 실시료 상
당액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판시하였다. 보호가치가 있는 성과
물을 허락받지 않고 모방하는 경우에 이러한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방법은 판례를 통해 오랜 기
간 인정되어 오고 있다.310) 하지만, 동 사건에서는 혼동가능성이 없고 모방제품과 오리지널 제품 간
의 차이가 커서 모방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수요를 대체하였거나 대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약
100배 비싼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거나 외부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고
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판시되었던 사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
한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310) BGHZ 57, 116, 121 - Wandsteckdose II;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BGH GRUR
1981, 517, 520 = WRP 1981, 514 - Rollhocker; BGH GRUR 1991, 914, 917 Kastanienm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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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chibo/Rolex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동 사건은, 타인의 성과를 모용하
고, 타인 제품의 저명성에 기대어 혹은 타인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자신의 값싼 제품의 판매
를 촉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관계없이, 특허권 등과 같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의 일실된 이익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 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근거311)는 타인의 성과를 모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고가 1심 법원에서 배타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심 법
원도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심은 더 이상 실시료 상당액
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받아들
여지지 않았는데,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
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일연방대법원은 명확히 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한 다양한 청구가 아니라 통일적
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다양한 청산 형태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12) 원심은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원고에
게 인정되고, 이러한 선택할 권리는 선택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행되었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때에 비로소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313)
피고는

독일연방대법원의

“Prozeßrechner”

판결314)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Prozeßrechner” 사건에서는 원고가 선택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구속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
는데, 독일연방대법원은 선택된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산정 방법에 기해 손해배상
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산정방법의 혼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선택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Prozeßrechner” 판결을 근
거로 하여, 원고는 1심 법원에서 선택한 침해자의 이익 산정 방법(원심에서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 산정 방법 선택)에 구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Prozeßrechner”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제국법원과 독일연방대법원의 통일된 판결과 모순되고,315) 아울러 소송과정에
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경된 사실과 증거에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채권자에
게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선택 권리가 주어진다는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316)
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즉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변경하
여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자 이익 산정 방법이 어렵거나 실
시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서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선택
했던 손해배상 산정 방법, 동 사건에서는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다.317) 동 사건에
311) BGHZ 57, 116, 120 - Wandsteckdose II
312) BGHZ 44, 372, 378 - Meßmer-Tee II; BGHZ 57, 116, 1181 - Wandsteckdose II.
313) BGH GRUR 1966, 375, 379 = WRP 1966, 375 - Meßmer-Tee II; BGH GRUR 1974, 53, 54 =
WRP 1973, 520 - Nebelscheinwerfer; BGHZ 82, 299, 305 - Kunststoffhohlprofil II.
314) GRUR 1977, 539, 542 – Prozeßrechner.
315) BGH GRUR 1962, 509, 512 - Diarähmchen II; BGH, a.a.O. - Meßmer Tee II; BGHZ 60,
206 - Miss Petite; BGH, a.a.O. - Nebelscheinwerfer.
316) RG GRUR 1938, 836, 839 - Rußbläser; BGH, a.a.O. - Dia-Rähmchen II; BGH, a.a.O. Meßmer-Tee II; BGH, a.a.O. - Nebelscheinwe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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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전 범위에 걸쳐 그리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318) 왜냐하면, 각기 다른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혼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319)
동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요건인 침해자 이익 산정 방법보다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충족되었다.
3. 합리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침해자에 의해 행해진 사용행위에 대한 실시 대가로 합의했었을 것으
로 보이는 것이 상당한 실시료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 관련 규정 혹은 판례는 침해자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용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지는 않
는다.320)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가를 받고 값싼 모방제품을 판매
하는 방법으로 원고 제품 명성의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원고가 사용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상당한 명성을 지닌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제품의 형태로 모방하는 경우 모방된 제품의 명성
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고, 이러한 위험은 통상적이거나 상당한 실시료의 증액을 통해 상쇄되어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은 통상적으로 구매 가격의 최대 10% 이내에서 사용계약이 체결되
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실시료 상당액이 12.5%에서 20% 사이에 이
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합리적인 실시권자라면 예상되는 모든 이익을 실시료로 지불하는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침해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최대 실시료 상당액이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혼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독
일연방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뿐만 아니라 침해자는 실시권자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취
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321)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손해
배상을 산정하였다. 실시료 상당액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가상)실시계약이 체결
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들이 당초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실시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322) 또한, 실시료 상당액은 전적으로 권리침해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무엇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다투지 않은 범위에서 정해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침
해자가 얻은 이익의 1/3(3,092,615의 1/3인 1,030,872DM)이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한다.
317) BGH GRUR 1966, 375, 379 = WRP 1966, 375 - Meßmer-Tee II.
318) BGH GRUR 1962, 509, 512 - Dia-Rähmchen II.
319) RGZ 156, 65, 67 - Scheidenspiegel; BGH, a.a.O. - Dia-Rähmchen II; BGHZ 44, 372, 380,
382 - Meßmer-Tee II; BGH GRUR 1977, 539, 543 - Prozeßrechner; BGHZ 77, 16, 25 Tolbutamid.
320) BGHZ 44, 372, 379 - Meßmer-Tee II; BGHZ 60, 206, 2115 - Miss Petite; BGH GRUR 1990,
1008, 1009 – Lizenzanalogie.
321) BGH GRUR 1962, 509,
Fernsehabstützvorrichtung.

513

-

Dia-Rähmchen

322) BGH GRUR 1990, 1008, 1009 – Lizenzana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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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GHZ

82,

310,

321

–

(나)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인정 근거 : BGH, GRUR 1977, 539 – Prozeßrechner
[판결 요지]
Ÿ

지적재산권 보호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영업 비밀이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피해자
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데이터 처리 장비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 원고는 엔
지니어인 Zach 등에 의해 1968년 12월에 MIKRODATA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로 설립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가 실시계약 체결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이익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손해(독일 민법 제249조, 제252조)뿐만 아니라 실
시료 상당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침해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권리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근
거로 제시하였다. 즉,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침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아울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
울러, 권리자에게 독점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은 실시계약을 통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침해자가 비용을 절감한 실시료를 권리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사건처럼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반경쟁적인 모방의 경우에도 원고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실시료 상당액의 증액, 감액 요소 :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II
[판결 요지]
Ÿ

모방된 제품의 특별한 보호 가치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모방이 금지되어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
에 상응하는 이익 창출에 대한 지위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반경쟁적 노예모방을 근거로 권리자
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개요]
다른 재판 절차에서, 피고는 1957년 3월 31일 이후 판매, 제공이 금지된 벽면 콘센트의 판매, 제공
을 통해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다. 이에 기해 원고는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자신의 제품을 피고가 복제하여 제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였고,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재료
를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 가격이 낮아지게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시료 상당액을 자신에게 배상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 매출액의 40 – 50% 정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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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이익으로 창출되었을 것이고, 손해액은 자신의 매출액 약 7%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가 반경쟁적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한 점도 손해배상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피고 총 수익의 3.5%(당초에는 5%를 주장하였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
라 비율을 조정)인 14,307DM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경쟁적 노예모
방의 경우에는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판결 내용]
원심은 피고의 총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10,220DM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인정하였다. 동 사건에
서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인정되는 산업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반경쟁적 노예모방에 관
한 사건이었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적용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상표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반경쟁적 노예모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반경쟁적
노예모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계약 형태로 실시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타인의 성과물이 그
특성과 보호받을 만한 가치로 인해 침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는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유사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사건에서의 원고의 제품은 그 형태와 원고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출처표시 혹은 품질에 대한 소
비자들의 특별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적재산권자의 지위에 상응하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인정된
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이 피고의 총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10,220DM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인정하였는데, 이
는 전기 설비 분야에서 관례적으로 0.5%에서 5% 사이에서 실시료율이 결정된다는 점, 벽면 콘센트
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품목 수가 매우 많은 단순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독일연방대법원은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히 경쟁법적으로 보호되는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의 형태인 경우,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 이외에도 원고도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실시료
를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대로 단지 모방된 제품의 알려진 정도와 명성
만이 아니라 모방제품과 오리지널 제품과의 유사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되는 혼동위험성 높은
경우에는 실시료를 증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라) 상표권 침해 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 청구 :

BGH GRUR 1966, 375 –

Meßmer-Tee II
[판결 요지]
Ÿ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Ÿ

침해자가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값싼 제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명성에 손상을 가한 경우 통상
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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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서로

선택채권관계

(Wahlschuldverhältnis)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Meßmer im Nu”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러한 상표를 사용하여 홍차용 주입백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1957년에서 1959년 사이에 자신의 기
관지용 차를 위한 주입백에 “im Nu”라는 단어를 액자형태로 색깔을 입혀 판매하였다. 당초 원고는
피고가 얻은 이익의 1/2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지만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고 손실만을 입었다고
주장하자, 같은 금액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 후에는 이러한 선택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더 이상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내용]
제국법원은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을 한 손해배상 산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독일연방대법원은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여전히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처럼 상표권이 침해
된 경우, 상표 사용 외에도 사용권자가 상표와 관련된 상품의 좋은 명성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고자
하고 또한 이러한 사용에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것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상표를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여, 상표권자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좋은 평판
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출처 표시에 대한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 보호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사용권자가 상표의 출처표시 외에도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
을 통해 획득한 상표의 알려진 정도, 이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공중의 익숙함, 이러한 상
품 품질의 우수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료 상당액은 상표 사용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좋은 명성에 따라 사용료가 산정되는 것이 통상적으
로 행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방법으
로 이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권 침해의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실시허락자, 합리적인 실시권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국법원과 독일연방대법원은 유지하고 있다.323) 동 사건에서 독일연방
대법원은 침해된 상표권의 시장에서의 가치, 즉 상표의 주지도와 이러한 상표의 명성, 아울러 혼동
가능성의 정도, 상품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의 여부에 의해 실시료 상당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
면서, 출처표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의 법적 관계 이외에 특정 품질의 준수가 요구되는 상표
사용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 합의된 사용료 외에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신용의 실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23) RGZ 171, 227, 239 =
Kreuzbodenventilsäcke III.

GRUR

194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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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BGH

GRUR

1962,

401,

404

-

(마) 비용공제 범위 :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324)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보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익인 120,703.92DM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109,009.57DM을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11,694.35DM
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82,157.70DM을 실시
료 상당액으로 청구하였다.
1심 지방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38,306.48DM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에 의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3개의 총 매출액인 273,859.00DM에서 재
료비인

107,872.00DM,

급여인

39,021.02DM,

간접비인

76,680.52DM을

공제한

금액인

50,285.46DM을 기준으로 하였다.

디자인

1a 반지

1b 반지

1c 반지

매출액

12,230.00DM

57,950.00DM

203,679.00DM

재료비

5,208.00DM

22,896.00DM

79,768.00DM

인건비

1,474.76DM

7,988.16DM

29,558.00DM

항소심 판결은 동종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간접비 비율이 매출액의 37%라고 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개발비와 디자인 비용이 들지 않고 광고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 비율
을 매출액의 28%로 인정하였다.

디자인

1a 반지

1b 반지

1c 반지

매출액

12,230.00DM

57,950.00DM

203,679.00DM

28% 간접비

3,424.40DM

16,226.00DM

57,030.12DM

그리고 피고가 판매한 반지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위 금액의 70%인 35,199.82DM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판결 내용]
동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우선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324) 이원복,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18. 11), 60,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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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간접비가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가 없
는 경우에도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한 항소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
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득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
와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
동비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 제품에 직접 귀
속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해자가 이러한 사
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독일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항
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판례와 관련된 국내 자료]
2000년 이전 독일의 특허권 침해소송 실무에서 원가 혹은 필요적 비용을 매우 넓게 인정하였
는데, 변동비용 이외, 고정비용이라도 예를 들어, 행정판매관리비용, 장소 임대비용 혹은 선전
광고비용도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면 원가 혹은 필요적 비용에 포
함시켰다. 그래서 침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원가 및 필요적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에 침해자 이익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매우 적어졌다. 심
지어 음수의 손해액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권리자는 배상금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여서 특허권
자의 보호가 미흡하였다. Gemeinkostenanteil 판결이 선고된 후, 독일연방법원 및 각급 법원
은 침해자 이익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또는 공제받을 수
없는 통상지출의 의미를 확정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자 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원가 혹은 필요적 비용은 특허권 침해행위와 불가결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
우, 예를 들어, 실제로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설비하기 위한 원재료 및 실비비용, 침해제품을
구입한 비용, 침해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 혹은 소모된 물품, 침해제품의 포
장비용 및 운송비용, 침해제품의 제조·설비를 위한 전력 등 에너지 비용(하지만 침해행위를 위
한 에너지 비용이 나 재포장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침해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계가 있는
대리점 수수료 및 보험비용, 침해제품을 제조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기계의 구입 및 운행비용
에만 사용하거나, 당해 기계에 의하여 침해제품을 제조하는 기간과 내용 연수의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제한 수액, 특허권 침해행위만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인건비, 침해제품의 제조, 보관 혹은 판매만을 위한 장소의 임대료 등은 침해자의 주장에
따라 원가 혹은 필요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325)

(바)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 :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326)

325) 정차호,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연구」, 특허청 용역보고서(2017), 225, 226쪽.
326)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료실(IP 동향)(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
DcNewsViewAction.work?seqnum=17&gubun=565, 2020. 09.1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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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Ÿ

“간접비 배분에 관한 Gemeinkostenanteil 판결의 원칙(BGHZ 145, 366 = GRUR 2001, 329 =
NJW 2001, 2173)에 따라 침해자 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침해물품의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재료
비 및 판매비용, 오로지 위조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계와 설비 등
고정자산의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Ÿ

“시설의 유지와 보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생산과 운영의 범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없
다. 침해에 기인하지 않는 일반적인 마케팅비용, 대표이사의 급여, 관리비용 및 침해행위에 구체
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고정자산의 비용, 초기비용과 개발비용, (침해로 인하여) 더 이상 판매
할 수 없는 제품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커넥터하우징(Steckverbindergehäuse)에 대한 피고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5,000 DM의 손해배상금액만을 인정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의 인정금액에 더하
여 142,806.90 Euro (= 279,306.01 DM)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다. 피
고는 25,000 DM의 배상액을 이미 지급하였다.
- 매출액: 원고는 감정인의 커넥터하우징에 대한 침해자 이익의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를 상회하는 액수를 주장하였다. 감정인은 특허제품과 동일한 복제품의 매출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그 매출에서 약간의 비용을 공제한 비용을 감정인의 감정결과로 산출된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먼저 감정인이 조사한 586,500 DM의 이익이 정확하게 결정되었
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인이 모든 매출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4,800 DM을
더하여 커넥터하우징으로 침해자가 얻은 총 이익은 701,300 DM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간접비 공제 여부: 피고는 감정인이 산출한 이익에서, 개발비용과 초기비용, 이사의 노동력, 비
판매제품과 불량품의 재료비, 팔리지 않은 재고비용(Fertigstellungskosten) 등의 간접비를 공제하
여 264,400 DM의 추가 청구만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재료비와 재고품의 가격은 잘못된 경영판단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전
가될 수 없으며, 이사의 노동력, 피고의 개발비와 관리비용은 피고가 이미 노하우(Know-How)로서
얻게 되었으므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다.
- 기여율 산정: 고객의 구매결정에는 특허의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달성한 전체 매출의 5-10%만이 침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침해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 데에는 고객의 구매 결정에 외부적인 환경이나 디자인이 영향을 주었는지
고려되어야 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는 디자인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영향을 주며, 피고가 이익을 얻게 된 데에는 원고의 주 고객들이 원고의 제품을
통하여 제품 형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용이 피고가 시장에 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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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반면 고객들이 다른 종류의 대체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특
허제품 이외의 회피제품 또한 높은 구매요인을 가지므로 특허제품의 기여율은 40%로 산정하여 연
방대법원은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 701,300 DM의 40%인 280,520 DM (= 143,427.59 Euro)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특허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관련제품의 침해자 이익: 관련제품인 클림프 플린지(케이블 꼬임을 방
지하는 부속품)의 이익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클림프 플린지에 대한 이익
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부품으로 발생한 이익은 특허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기능성 관련부품의 구매가 거래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청구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고객이 양 당사자의 제품 이외
의 다른 클림프 플린지를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위조 커넥터하우징
의 판매수량을 클림프 플린지의 수량으로 간단하게 전이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19,171.29 DM 대신에 13,000 DM만의 손해액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에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
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BGH GRUR 2011, 711327)
[사안의 개요]
원고는 유럽 특허 EP460 146(클램핑 장치를 구비한 플러그-RCA오디오단자)의 특허권자이고 피고
는 이 오디오연결 케이블을 “H"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제품의 폐기와 회수,
제거, 회계장부 등의 자료제출 등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단하
였으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는 피고가 승소, 2심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피
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본 사안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별도로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되었는데, 전용실시권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 별도의 청구도 가능하고, 원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의 주주로서 특허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충분하다고 항소법
원은 판시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도, “특허권자가 제3자와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에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야 하고
이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에 경제적으로 참여(wirtschaftlich partizipiert)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
다.328)

다.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 및 기타 관련 쟁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
원의 입장
327)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료실(IP 동향)(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
DcNewsViewAction.work?seqnum=17&gubun=565, 2020. 09.15 방문).
328) BGH GRUR Int 2008, 960 – Tintenpat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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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이익 손해 내지 침해자의 이익을 자신의
손해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과 병행해서 혹은 이러한 청구들이 기각된 경우 보충적
으로 실시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권리자가 일실수익
손해를 주장했다가 그 중 일부를 실시능력 초과 등 추정 복멸 사유에 걸려 기각된 경
우 그 기각 부분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국가
들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독일에서 지적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
해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도, 허락받지 않고 실시된 범위·기간을 고려하
여 상당한 실시료를 청구할 수도 혹은 허락받지 않은 실시를 통해 침해자가 얻은 이
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침해하는 경우,329) 반경쟁적
이고 노예적인 모방의 경우330) 및 영업비밀 남용의 경우331)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일실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
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한 다양한 청구가 아니라 통일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다양
한 청산 형태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권리자에게 인정되
고, 이러한 선택할 권리는 선택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행되었거
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다만, 선택된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산정 방법에 기해 손
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산정방법의 혼합 또는 중첩적 적용에 해당하기 때문
에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권리자는 자신이 선택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
에 구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Tchibo / Rolex II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각기 다른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혼합하는 혹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적, 예비적으
로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권리자에
게 유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전 범위에 걸쳐 그리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다만,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즉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
으로 변경하여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자 이익

329) BGHZ 20, 345 - Paul Dahlke.
330)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II.
331) BGH GRUR 1977, 539 – Prozeßrec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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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이 어렵거나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적어야 비로소 예비적으로
선택했던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Prozeßrechner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침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아울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
렵다는 점을 근거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이익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손해(독일 민법
제249조, 제252조)뿐만 아니라 실시료 상당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한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권리자에게 독점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은 실시계약을 통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침해자가 비용
을 절감한 실시료를 권리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Wandsteckdose II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타인의 성과물이 그 특성과
보호받을 만한 가치로 인해 침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유사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히 경쟁법적으로 보호
되는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의 형태인 경우,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 이외에도 원고도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실시료를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단지 모방된 제품의 알려진 정도와 명성만
이 아니라 모방제품과 오리지널 제품과의 유사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되는 혼동
위험성 높은 경우에는 실시료를 증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Meßmer-Tee II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실시료 상당
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침해된 상표권의 시장에서의 가
치, 즉 상표의 주지도와 이러한 상표의 명성, 아울러 혼동가능성의 정도, 상품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의 여부에 의해 실시료 상당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출처표시, 상표권자
와 사용권자 사이의 법적 관계 이외에 특정 품질의 준수가 요구되는 상표 사용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 합의된 사용료 외에도 시장
의 혼란을 야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신용의 실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Gemeinkostenanteil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
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
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득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
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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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 제품에 직
접 귀속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
결을 좀 더 구체화하여 Steckverbindergehäuse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보상금
액을 결정할 때에는 침해물품의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재료비 및 판매비용이 포함되
며, 오로지 위조품의 생산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계와 설비 등 고정자
산의 비용 또한 포함되고, 시설의 유지와 보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생산과 운
영의 범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없고 아울러 침해에 기인하지 않는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 대표이사의 급여, 관리비용 및 침해행위에 구체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고정자
산의 비용, 초기비용과 개발비용, (침해로 인하여)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비
용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결

론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어떠한 손해가 특
허권 침해로부터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그 손해의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의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따라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나라는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이라는 위법한 권리침해가 인정
되는 한 피해자인 권리자에게 손해발생, 손해액의 주장 혹은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법리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일실 이익, 실시료 상당액,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각국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최소한의 배상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취득했을
금액인 일실이익 상당액,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협상했으면 지급했을 공정하고 합리적
인 실시료 상당액,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등 세 가지 손해배상 방법
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1877년 제정된 독일 제국의 특허법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
만,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 제35조 제1항은 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36년에 개
정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vorsätzlich)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
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는 현행 독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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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
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서 배상금
(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
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은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고, 무단 실시된 범위만을 확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정 방법에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침해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침해자가 실시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었는지의 여
부, 침해자의 특정 침해 행위 형태로 실시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실시계약이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지의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시
료 상당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특히 비교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저작권법 분야보다도 특허법 분야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인해, 특히 침해자는 실시료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
에 실시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의 제품보다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실시료를 침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시료는 침해자가 이용하지 않은 권리자의 노하우와 관련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실시계약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
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해 실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
해 보상을 하였고 아울러 사용자 자신도 직무발명에 대해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료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금액보다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침해된 권리가 매출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실시료를 책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지만, 보호되
고 있는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보호되고 있는 권리가 전체 매출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실시료는 낮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판례는 실시료 상당액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자는 계약상 실시권
자보다 우위 혹은 열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 오랜 기간 학계는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논의는 유럽연
합 집행지침을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유럽연합 집행
지침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의 최소한도는 실시료 상당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를 독일 국내 입법화 과정에서 권리자의 모든 중요한 손해를 고려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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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상당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증가된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실시계약 체결할 때 지불했었을 금액의 두 배를 배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의 타협 결과 현재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의 방법으로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이 선택된 경우, 독일연
방대법원은 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시료 상당액에 대한 일괄적인 증
액은 부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은 허락받지 않은 실시 권한의 객관적인
가치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특허권 침해자는 실시권
자와는 달리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불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② 사
후에 이자를 지불함에 따라 침해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③
특허권의 경제적 의미, ④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우회적인 실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⑤ 보호되고 있는 기술적인 사상이 얻게 되는 가치의 상승, ⑥ 이익에 대
한 전망, ⑦ 기술적인 사상을 넘어 특허권자의 지식 혹은 좋은 명성이 이용되는 경우,
⑧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 ⑨ 특허 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침해 제품의 개
발을 위한 비용의 절약, ⑩ 저렴한 제품을 통해 이미지 손상을 야기한 경우, ⑪ 부쟁
조항이 없는 경우, ⑫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⑬ 침해자의 파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실시료 상당액을 증액하는 요소로, 반대로 ① 투자비용 회수
의 가능성이 없는 단기간의 실시, ② 복합 제품에서 자신의 특허권과 타인의 특허권
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③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실시에 방해받고 있는 지위인 경
우, ④ 실시료 지불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⑤ 선사용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실시료 상당액을 감액하는 요소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과는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일실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
한 다양한 청구가 아니라 통일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다양한 청산 형태에 해당한
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세 가지의 손
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권리자에게 인정되고, 이러한 선택할 권
리는 선택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행되었거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선택
된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산정 방법에 기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
은 다양한 산정방법의 혼합 또는 중첩적 적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이
러한 한도 내에서 권리자는 자신이 선택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구속된다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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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침해물품의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재료비
및 판매비용이 포함되며, 오로지 위조품의 생산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계와 설비 등 고정자산의 비용 또한 포함되고, 시설의 유지와 보수로 인하여 발생
되는 비용은 생산과 운영의 범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없고 아울러 침해에 기인하지
않는 일반적인 마케팅비용, 대표이사의 급여, 관리비용 및 침해행위에 구체적으로 귀
속시킬 수 없는 고정자산의 비용, 초기비용과 개발비용, (침해로 인하여) 더 이상 판
매할 수 없는 제품의 비용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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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합리적 실시료 배상의 복합산정

Ⅰ. 문제의 소재
권리자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침
해자의 양도수량 중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수량이나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공제수량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
액이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가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된
경우, 권리자가 그에 대해 제128조 제5항을 원용하여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추가
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부정하는 예와
긍정하는 예가 모두 있고, 학설상으로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20.
6. 9. 개정 특허법(법률 제17422호)에 제128조 제2항 제2호를 도입함으로써 복합적용
이 가능한 것으로 입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였다. 앞서 본 통계에 의하면 지
금까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적용되어 온 비율은
대략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332) 이처럼 나머지 방법에 의한 손
해액 산정에서 배척된 부분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제5항의 적용이 가능해졌으므로, 향
우 제5항의 적용빈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복합산정을 둘러싼
개정 규정의 합리적 해석ㆍ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각 근거, 이론적ㆍ실천적 타당성이나 한계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
정규정의 도입 배경과 적용범위 등 법률적 문제가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이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Ⅱ. 비교법적 검토
1. 복합산정을 부정하는 입장
332)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
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인문화사(201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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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

일

독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유형은 ①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권리자가 입은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 ②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 ③ 실시료 상당액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자는 이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론상, 하나의 침해로 인해 생기는 것은 하나의 손해이고, 위 각 유형들은 단
지 그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선택지들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침해에 관하
여 복수의 산정수단을 복합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자는 위 ① 내지 ③의
배상유형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굳어져 있
다.333)
이처럼 각 손해배상 유형이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
에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당사자는 선택한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334)
그러나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겨버리거나 침해자가 배상액을 변제하여 채
무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면 변경의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335) 즉, 권리자는 별소를
통해 다른 산정방법을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손핵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손해배상
을 구할 수 없고, 변제를 통해 급부를 소멸시킨 침해자를 상대로 다른 손해액 산정방
법을 동원해 추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
하더라도 예컨대 침해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은 실제로 거둔 이익이 없다가 그
이후 이익을 거두게 된 경우라면 전자의 기간에는 실시료 상당 손해, 후자의 기간에
는 이익반환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론 상)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상으
로는, 법원이 복합산정을 엄격히 금지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이런 경우에도 단일한 형
태의 손해배상 산정방법으로 손해액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권고되고 있기도
하다.336)

나. 중

국

333) 문헌상의 설명으로는 Kühnen, Patent Litigation Proceedings in Germany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7th edit. Heymanns, 2015, p. 696; Haedicke/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C.H.Beck, 2014, p.908 등. 판례로는 BGH 13.07.1962- I ZR 37/61(GRUR 1962,
580); BGH, 06.03.1980 - X ZR 49/78(GRUR 1980, 841); BGH, 17.06.1992- I ZR 107/90(GRUR
1993, 55);
BGH, 09.07.2009 - I ZB 88/07(GRUR, 2009, 260) 등 다수.
334) Haedicke/Timmann, 앞의 책, p.908; BGH 22.04.1993- I ZR 52/91(GRUR, 1993, 757).
335) Kühnen, 앞의 책, p.696; BGH, 17.06.1992 - I ZR 107/90(GRUR 1993, 55, 57); BGH,
22.09.1999 - I ZR 48/97(GRUR 2000, 226, 227); BGH, 09/25/2007 - X ZR 60/06 (GRUR
2008, 93).
336) Kühnen, 앞의 책, p.69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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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허법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의 적용순서를 명시하고 있다. 즉, 특허권 침해
로 인한 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되, 실제 손
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특허
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특허에 대한 실시
료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배상액에는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권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
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경과 등 제반 요소에 근거하여 인민폐
3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한다(중국 개정 특허법 제
71조).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뚜렷한 특징은 이처럼 배상액 산정 방식의 순
서가 법정되어 있다는 점이다.337) ① 권리자의 실제 일실이익 - ② 침해로 인한 침해
자의 이익 - ③ 합리적 실시료(배액) - ④ 법원 재량에 의한 손해액으로 배상액 산정
의 순서가 엄격히 지켜지는 한 ① 또는 ②의 산정액에 ③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
은 생각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③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실시료 액의 3배까지
증액이 가능한바, 이는 ③이 독자적인 손해액 산정의 방법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특허법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①에 관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
로 한다거나 침해 이외의 사정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발생의 추정을
복멸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②에 관해서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침해
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면서 그 추정의 복멸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338) 따라서 손해규모의 추정과 그 추정이 복멸된 부분에 대해 실시
료 상당 손해배상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리구조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한편, 2009
년 반포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심리 응용법률문제에 관한 해석’ 제
16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획득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해 획득
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
다”고 함으로써 전체 침해물품 가운데 특허발명의 기여도, 기타 침해품의 매출에 특
허 이외에 침해자의 노력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이 기여한 부분 등을 공제할 여지를 두

337) 이는 2008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태도이며, 종래 권리자의 일실이익(①)과 침해자 이익(②)
을 하나로 묶어 양자 사이에 선후를 두지 않고, 다만 실시료 배액(③)에 의한 손해 산정만을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①과 ② 사이에도 적용의 선후를 명확히 하였다고 한다(尹新天
著, 허호신 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903면)
338) 위의 책, 9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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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그것이 곧 공제된 부분에 관해 권리자가 ③을 적용하여 복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관련하여, 현실에서 특허제품이 걸음마 단계에 있거나 신속하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설령 침해제품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에서 특허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
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실제 손해가 0 혹은 (-)
가 되는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01년 반포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 심리적
용 법률문제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은 “특허권자의 판매량 감소총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침해제품 전체 판매량에 특허제품의 합리적 이윤소득을 곱한
값을 침해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339) 또 위 규정 제3항은 ②와 관련해
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그 침해제품의 총 판매량에 침해제품
의 합리적 이윤을 곱한 값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340)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권리자의 증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가면서 ①과 ②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국의 특허침해 배상 원칙이고, 그럼
에도 손해액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후속 선택으로서 ③에 기한 손해액 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특히 ③에 의한 손해액 산정 시에 3배의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이를 독자적 배상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복합산정을 긍정하는 입장
가. 미

국

미국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이익을 근거로 한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잔액에 관하여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배상을 당
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 ① 시장에서 비실시 대체품이 존재하고 시장수요의 일부가
그쪽으로 유입된 결과 침해수량과 특허권자의 일실수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깨진 부
분, ②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뛰어넘어 어차피 그 차액만큼 일실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 등이 복합산정을 유발하는 대표적 사유이다. 실무상 구
체적으로는, ⅰ) 침해자의 판매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경우,341) ⅱ) 시장의
분점이나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342) ⅲ) 피고의 제조수량이 실제 판매수량
339) 위의 책, 904면.
340) 위의 책, 605면.
341) State Industries, Inc. v. Mor-Flo Industries, Inc., 883 F.2d. 1573(Fed. Cir. 1989);
Gargoyles, Inc. v. U.S.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113 F.3d 1572(1997).
342) Slimfold Mfg. Co. v. Kinkead Indus., Inc., 932 F.2d 1453, 1458 (Fed.Cir.1991); Fuji Photo
Film Co. Ltd. v. Jazz Photo Corp.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New Jersey.Februa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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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일실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343) ⅳ) 일실이익 산정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344)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하였
다.

나. 영

국

영국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의 복합산정을
인정한다. 예컨대, 유력한 견해는 “피고의 침해품 판매수량이 25개인데 비해 권리자
는 침해가 없었더라도 15개까지 밖에 생산, 판매할 수 없었다면 15개에 대해서는 판
매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을,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 손해를 각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침해 부분에 대해서 실시료 상당액의
복합산정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345) 재판실무 또한 그러하다.346)
대표적 판례인 Gerber Garment Technology v. Lectra Systems 사건347)에서 판시
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 피고 모두 제품 판매를 통해 경쟁하는 상태이고 원
고(특허권자)가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심(영국 특허법원)
은 원고의 실제 일실 판매수량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판매수량 전부
를 대상으로 합리적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항소심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 수량과 관련 있는 원고의 일실이익이 인정되면 마땅히 이를 먼저 배상의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합리적 실시료의 배상을
명해야 함이 확립된 판례348)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4개의 사안
에서 피고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이 합계 $452,000인 점이 인정되는 반면,
원심이 26개의 침해품 판매 전체에 대해 인정한 합리적 실시료는 도합 $580,000에
불과한 바, 원심은 일실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만연히 침해 전부에 대해 합리
2003249 F.Supp.2d 434; Grain Processing Corp. v. American Maize-Products Co.,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185 F.3d 134151 U.S.P.Q.2d 1556; Crystal
Semiconductor Corp. v. TriTech Microelectronics Intern., Inc., 246 F.3d 1336, 57
U.S.P.Q.2d 1953 (Fed. Cir. 2001).
343)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v. Saint-Gobain Ceramics & Plastics, Inc., 637 F.3d
1269, 97 U.S.P.Q.2d 1897 (Fed. Cir. 2011), cert. denied, 132 S. Ct. 2679, 183 L. Ed. 2d 44
(2012).
344) TWM Mfg. Co. v. Dura Corp., 789 F.2d 895, 898 (Fed. Cir.), cert. denied, 479 U.S. 852
(1986).
345) Lionel Bently, Brad Sherman, Intellectual Property Law 4th Edit., Oxford Univ. Press,
2014, p.1258.
346) Watson Laidlaw(1914)31 RPC 104; Catnic v. Hill & Smith [1983] FSR 512, 522; Gerber
Garment Technology v. Lectra Systems [1997] RPC 443(CA), 486; Blayney [2003] FSR
360(CA).
347)

[1997] RPC 443(CA).

348) 판결 본문에서 선행 판례로 Watson Laidlaw(1914)31 RPC 104와 General Tire & Rubber
Company v. Firestone Tyre & Rubber Company Ltd. [1976] R.P.C. 197을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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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시료의 배상만을 명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었으므로 파기되어
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다. 프랑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615-7 IPC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로
서, 침해로 인해 입은 일실이익 상당 손해(1)와 실시료 상당 손해(2)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349)
한편, 프랑스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배배상액을 복합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위와 같은 손해배상 구조에 따라, 권리자가 실시주체인 경우에는 일실이익 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등 침해자의 전체 실시수량이 권리자이 일
실판매 수량을 상회하는 차이만큼은 합리적 실시료의 배상을 보충적으로 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350)
한편, 국내의 글 가운데, 프랑스에서 복합산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 제13조의 문언에 의하면 이는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
는 예가 있지만351) 부정확한 설명이다. 조문에 사용된 ‘alternative’라는 단어를 반드
시 ‘전체 손해배상을 일실이익이나 실시료 중 하나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일실이익에 기한 산정 외에 실시료에 기한 산정’도 가능한 ‘선
택지’라는 뜻이라고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도 어차피 복합산정이란 일실이익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부분을 실시료 손해로 보충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일실이익이라는
349) 독일과 달리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
제13(1)조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a)항에서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일실이익,
침해자가 침해로 거둔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을, (b)항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재 프랑스에서는 일실이익 상당 손해(1) 외에 독일처럼 침해자가 거둔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350) Sabine Agé and Eddy Prothière, Véron & Associés, “Patent litigation in France: overvie
w”,(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5-622-06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
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co_anchor_a74248,
“In practice, both methods are combined and the damage is generally assessed as lost pr
ofits for a part of the infringing sales (if only part of the infringing sales have been lost
by the patentee or the licensee) and as lost royalties for the remaining infringing sales“);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는, Véron / Roux-Vaillard,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France“,
Mitt. Heft 7/2006, p.299(2.4.1); European Patent Academy, “National approaches to damag
es“, p.6 (https://e-courses.epo.org/wbts_int/litigation/NatApprDamages.pdf).
351) 정차호ㆍ장태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통
권 제80호(2014. 5), 163면. 위 문헌은 “프랑스 구 지식재산권법은 특허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산정을 허용하면서도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대안으로(alternatively) 합리적 실시
료에 의한 산정도 허용하였다. 즉, 특허권자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한 산정과 합리적 실
시료에 의한 산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런 견지에서 프랑스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액 산정에서 혼합산정을 허용하지 않고 선택산정을 인정하였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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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alternative)’가 적용되는 것이다. 위 글은,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
침(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 제13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번역 논리를 근
거로 ‘유럽에서도 혼합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나, 이런 설명 역시 마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실제로 1940년대 이전부터 판례에 의해 복합산정을 부정하는
전통이

확고한

독일352)을

제외하고는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의 적용을 받는 영국과 프랑스 모두 복합산정
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입법으로 복합산정을 인정한 예: 우리나라와 일본
일본 특허법 102조는 우리 특허법 128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일본이 2019. 4.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복합산정을 도입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일본의
법 개정 경위와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 일

본

(1) 입장의 불통일
종래, 일본에서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권리자 일실
이익 산정) 내지 제2항(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침해자의 양도수량이나 ⅱ) 침해와
관계없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인정되어 손해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그 복멸된 부분에 관해 권리자가 다시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학설은 긍정설이 다수설이었던 반면,
재판실무는 2006년 知財高裁 판결 이후 이를 부정하는 것들이 주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설

1) 긍정설
공제되는 수량도 허락 없는 실시임이 분명하고, 102조 3항이 실시료 상당의 최저 배
상액을 보장하는 것임에 비추어 공제 수량에 대해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나머지
일실이익 손해액과 합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거나353)

352) 독일이 위 지침을 근거로 복합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353) 中山信弘 編, 注解特許法 [第3版], 靑林書院 ,2001, 1012면(靑柳昤子 집필 부분); 飯村敏明ㆍ設樂
隆一 編, 知的財産關係訴訟, 靑林書院, 2008, 238-239면(佐野 信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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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발명은 물건과 다르고 특허권에 기해서는 권리자의 실시능
력과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실시허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거나,354)
권리자의 실시능력과 침해자의 양도수량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없는 경우에도 당
연히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거나,355)
특허법 102조는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독점권의 보호아래 특허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기회를 침해행위로 인해 상실하였다는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비
록 제1항 단서에 의해 일실이익이라는 손해의 발생이 부정되었다거나 그 구체적 금액
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이 제3항에 의한 규범적 손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라거나,356)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은 ‘수요자가 침해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해서 곧 그 수량만큼 원고제품을 구입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된다는 의미일 뿐
이고, 특허발명 그 자체의 수요를 상실시켰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 수량에
대하여 객관적 통상실시료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357)
2) 부정설
특허법 102조 1항에서 손해의 상한(上限)은 (거래를 통한) 일실이익이고, (3항의) 실시
료 상당액이라는 것은 거래를 통한 일실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법이
의제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을 전제로 한) 제1항을 적용하는 한편으
로 권리자의 판매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제3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거나,358)
특허침해라는 하나의 사실을 바탕으로, 제102조 제1항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얻
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제3항은 피고의 실시가 실시허락을 통해 적법
하게 이루어졌다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양립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일단 제1항의 손해액이 산정되면 법률상으로는 특허침해

354)

中山信弘, 特許法[第4版], 弘文堂, 2019, 405면.

355) 田村善之, “損害賠償に關する特許法等の改正について”, 知財管理 第49卷 第3号(1999), 329면.
356) 田村善之, “逸失利益の推定覆滅後の相當實施料額賠償の可否”, 知的財産政策學硏究 第31号(2010),
11면.

金子敏哉, “特許法102條1項但書に相當する數量への3項の適用の可否”, 特許判例百選[第4版], 有斐閣,
171면.
358) 小池豊, ‘知的財産權侵害による損害賠償額算定の視點-平成10年改正特許法102條の運用をめぐって＇
『知的財産權:その形成と保護』, 新日本法規(2002), 312-314면.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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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권리자의 손해도 전부 평가되는 것
이기 때문에 실시료 상당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359)
3) 절충설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제수량은 제1항에 의한 손해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제후 남은 수량으로 산출된 금액이 ‘전체 침해로 인해 권리자
가 입은 전체 일실이익’이기 때문에 공제수량에 대해 다시 3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
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3항이 적용되는 부분만큼은 손해를 중복인정하는 것이어
서 부당하지만, 다만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당초 손해의 산
출이 없었기 때문에 3항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하거나,360)
기본적으로 복합산정을 허용되어서는 안되지만 ①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판매수
량에 대해서는 당초 손해의 산출이 없었기 때문에 3항을 적용해도 무방하고, ② 그
밖에 침해제품의 일부에 대해 ‘(침해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
이유가 권리자 제품과 침해품이 판매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대상으로 하는 고객층이
다르거나, 가격대가 다른 등, 사실상 양 제품이 속한 시장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①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②의 경우 역시 실시료 상당 손
해배상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한다.361)
(나) 재판례

1) 긍정설을 따른 것
일본에서는 종래 복합산정을 긍정하는 판결례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大阪高裁 平14. 4. 10. 平13(ネ) 257号: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제품(다이아몬드) 수량
가운데 70%는 권리자로서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허법 102조 1항에 의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허락 없는 실시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으므로 권리자는 이에 대해 102조 3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고 판시.
大阪地裁 平17. 2. 10.

平15(ワ) 4726号: “102조 1항의 적용 과정에서 공제되어야

實務詳說 特許關係訴訟[第3版],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16,
360) 尾崎英男, “特許を實施しない權利者製品の利益にづく特許法102條1項の損害額の算定”, 特許侵害裁判の
潮流, 発明協会, 2002, 623면.
359) 高部 眞規子,
, 259-260면; 尾崎英男,
特許法 102條1項の諸論點, 知的財産權侵害と損害賠償, 成文堂(2011), 24-25면.

361) 古城春実, “特許法102条に基づく請求について”, 牧野利秋외 4 編, 知的財産法の理論と実務 第2巻
特許法Ⅱ , 新日本法規, 2007,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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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이 있어도, 피고가 침해물건을 양도함으로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함
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2조 3항에 의한 손해
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
東京地裁 平19. 12. 26. 平18(ワ) 27454号: 부정경쟁방지법 5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공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3항을 적용하여 상당 실시료 배상
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 바, 그 실시료 상당 손해는 피고들의 판매분 중 공제된 수량
에 해당하는 판매액의 2%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2) 부정설을 따른 것
그러다가 2006년 이후 知財高裁는 부정설을 따르는 것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그 이후로 부정설이 하급심 판결의 다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362)
知財高裁 平18. 9. 25. 平17(ネ) 10047号: 특허법 102조 1항은,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실시행위를 전제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3항은 당해 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
을 수 있었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 전제를 달리 하는
손해산정 방법들이다.

그러므로 1항에 의해 보전 받지 못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다시

3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는 것은 과잉배상이며 이를 허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고 판시(같은 취지의 설시로는, 大阪地裁 平19. 4. 19. 平17(ワ) 12207号 판결)
知財高裁 平24. 1. 24. 平22(ネ) 10032号: 102조 3항은 권리자가 거래를 통한 일실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대가의 형태로 일실이익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1항에 의해 침해와 인과관계 있는 권리자의 판매감소 수량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손해 산정은 완료되는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
고 인정되어 공제된 부분에 관해 다시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런 법리는 ‘판매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양도수량 전부를 공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
(같은 취지의 설시로 東京地裁 平25. 4. 19. 平24(ワ) 3162号 판결) 등.
(2) 입법을 통한 정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복합산정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이처럼 학설과 실무에서 혼선을
정리하고, 특허침해를 억제하며, 소송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일본은 침해소송에서 복합산정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19. 5. 17. 특허법을 개정하기
에 이르렀다(2020. 4. 1.부터 시행). 아울러 침해소송에서의 복합산정은 특허뿐 아니
라 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등 관견 법률의 대응 규정에도 동시에 개정ㆍ반영되
362)

中山信弘, 앞의 책, 406면.
- 167 -

었다.363) 개정된 일본 특허법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364)
특허법 102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를 조성하는 물건
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액을 합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 ‘양도수량’이라고 한다)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에 상응하는 수량(이하 ‘실시 상응 수량’이라고 한다)을 넘는 부분
(그 전부 또는 일부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상당한 수량(이하 ‘특정수량’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양도수량 가운에 실시상응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특정수량이 있는 경우(특허권자가 당해
특허권에 기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전용실시권에 기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에 기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그 수량에 대하여 당해 특허발
명의 실시로 받을 수 있는 금전에 상당하는 금액.

이처럼 102조 1항 2호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과 ‘침해가 없었더라도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어서 일실이익 산정에서 공제되는 수량에 관하여
상당 실시료 손해액을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산정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1) 법 개정의 경위
종래 우리나라에서 복합산정에 관해서는 긍정설이 대부분이었고,365) 드물지만 하급심
판결 중에도 이를 긍정한 것이 있다.366) 한편, 판례는 특허법 제128조 제2, 4, 5항과
제7항 사이에 복합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363) 일본 특허청, 令和元年法律改正（令和元年法律第3号）解説書, 第1章, 25~30면.
364) 한편, 일본은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침해로 인한 손해의 복합산정 외에도, 합리적 실시료 산
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특허법에 명시하고(102조 4항), 권리자의 침해입증을 돕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적 수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증(査證)제도도 도입하였으나(105조의 2), 이 보고서의
범위에 비추어, 이 점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65)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78, 187면;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특허법주
해 Ⅱ, 박영사, 2010, 216면, 정차호, 앞의 논문, 171면 등.
3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 13. 선고 96가합6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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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특허침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
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
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는바, 이상의 점들을 감안하
면 우리 실무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2, 4항에 대한 제5항의 복합적용은 이를 용인하
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초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개정안에는, 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12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선언적 내용의 신설(제1항 단서
신설), 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이익 전부를 권리자에
게 침해로 인한 손해로 반환시키며, 그 과정에서 권리자의 실시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도 무방한 것으로 하는 내용(제4항 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ⅰ)은 기존의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자들이 개
정안 제128조제1항 단서를 항변사유로 내세워 소송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ⅱ)는 제1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실손전보 원칙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제4항에서만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제2항·제3항과의 부조
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각 배제되고 그 대안으로서 개정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근거로 하는 배상액 산정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이나 침해가 없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공제되는 수량에 대해
권리자가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복합산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복합산정 제도가 대안으로 도입되는 데는 일본의 2019. 5. 개
정 특허법의 내용과, 특허침해소송에서 복합산정을 인정해 오고 있는 미국 판례법의
태도가 크게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허법 128조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내용대
로 개정되었다(2020. 6. 9. 일부개정: 법률 제17422호).367)
(2)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정리 (개정 전 법을 ‘현행’으로 표시함)
현 행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법사위 회부안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367) 2020. 12. 1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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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수정안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
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
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
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① --------------------------------------------------------------------------------------------------------------------------------. 다만, 본문의
규정은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유지)

① (현행유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
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
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
해액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
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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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
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량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
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
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
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
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
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
액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③ (현행유지)

③ (삭 제)
<제2항제1호로 이동>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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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유지)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
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
지 아니한다.

(3) 개정 특허법 제128조와 일본 개정 특허법 102조의 조문 대비표
우리 특허법 128조

일본 특허법 102조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

는 과실에 따라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침해에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침해행위를

수 있다.

조성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다음 각 호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의 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

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

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자기의 특허권 또는

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이 양도한 물건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

의 수량(다음 호에 있어서 「양도수량」이라

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한다) 중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의 실시의 능력에 따른 수량(같은 호에 있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어서 「실시상응수량」이라 한다)을 넘지 않

금액

는 부분(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
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
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
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
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량을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
매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같은 호에 있어
서 「특정수량」이라 한다)을 공제한 수량)
을 곱해 얻은 금액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2. 양도수량 중 실시상응수량을 넘는 수량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특정수량이 있는 경우(특허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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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

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들

받을 수 있는 금액

수량에 따른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과
관련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삭제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는 과실에 의해 자기 특허권 또는 전용실
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침해에 의
해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
익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은 특허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
로 추정한다.
③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특허발명
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④ 법원은 제1항제2호 및 전항에 규정하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

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특허권

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에 대해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특허
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과의 사
이에 합의한다면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얻게 되는 그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은 같은 항에 규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을 침해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의 배상액
을 정할 때 이것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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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
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
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5조의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
해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 손해액 입증을 위해 필요한 사
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
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Ⅲ. 개정 특허법 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론
1. 제128조 제2항 제1호
이는 사실상 종전 제2, 3항의 규정과 동일하므로 제2, 3항에 대한 해석상 논의가 그
대로 타당하다. 복합산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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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 무상 양도 및 대여를 포함: 침해자의 양도란 유ㆍ무상의 양도 모두를 의미한
다. 무상양도나 대여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권리자의 판매시장과 달라 전자의 양도 수
량만큼 후자의 판매 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침해자의 주장ㆍ
증명을 통해 배상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다. 대여 또한 양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서는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예가 많으나,368) 포함된다고 유추
해석 함이 상당하다. 어느 경우이든 권리자의 판매 수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369) 특허법원 판결례 가운데, 피고(침해자)가 침해품인 기계장치 2대를 제작
하여 스스로 사용한 사안에서 그것이 특허품의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제
128조 제2항(구 특허법 제1항)을 적용한 예가 있다.370)
② 침해품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생산하거나, 수입하거
나, 대여한 물건을 양도하거나 이미 양도된 물건을 재차 양도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
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침해품을 임의로 생산ㆍ판매하는 1차
적 침해자는 물론, 침해품의 유통에 관여하는 2차적 침해자에 대해서도 규정의 적용
이 있다. 방법발명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는 방법특허권이 미치므로 그 물
건의 판매에 관해서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제12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
해서는 ‘침해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침해품의 판매(증가)와 특허권자 물품의 판매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으로서 결국 ‘손해의 발생’을 의미한다. 침해품의 판매로 인해 권리자의 매출에 영향
이 생기는 모습은, ⅰ) 침해품이 직접 권리자와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권리자의 판매
수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ⅱ) 특허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침해자가 이를
권리자로부터 구매하는 대신 스스로 제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가 기
대할 수 있었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특
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368)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 통
권 제588호(2005), 58면;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Ⅱ, 박영사, 2010, 188면; 특허법원, 앞의
책, 555면.
369) 같은 취지, 高部 眞規子, 앞의 책, 254면.
370)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가 반드시 유
상의 판매를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수량이 감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행위에 따른 물건의 수량은 곧 같은 항이 정한 ‘양도수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도금설비를 스스로 설치.사용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은 없기는 하나 피고의 자체 제작행위는 원
고의 판매수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은 충분히 추단되므로, 위 제작행위의 수량인 2개를 같은 항의
양도수량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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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리자가 대체품을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는 대신 그 대체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ⅰ) 권리자의 판매물건이 특허품이어야 한다거나,371) 적어도 그 대체품은 특허품과 목
적ㆍ효과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372) ⅱ) 권리자의 판매물건이 침해품과 동일
할 필요는 없고 대체품이어도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으면 된다는 입장,373) ⅲ)
권리자의 판매물건은 침해품과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권리자가 판매할 용의
나 예정이 있는 것이면 족하며, 대체가능성이란 침해물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권리자
의 제품에 수요가 돌아가는 성질이면 된다는 입장374). ⅳ) 권리자의 판매물건은 침해
품과 동일성은 물론, 대체 가능성도 필요 없다는 입장375) 등이 있다.
생각건대, 권리자는 특허품이나 대체품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야 하고, 대체품을 판
매하는 경우 실제로 침해품의 판매로 인해 그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
관관계가 존재해야 비로소 ‘침해가 없었더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 되며 ‘손해
의 발생’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 대체품의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위 요
건이 충족되는 한 제128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침해자는 제128조 제3항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의 내용으로 침해품 수요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자의 제품이 아니라 제3자가 판매하는 대체품으로 흡수되는 사정을 주장
ㆍ증명해야 한다.
⑤ 권리자가 특허품의 부수물을 판매하는 경우: ‘침해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에 특허품이나 대체품이 아니라 그 부수물건이나 액세서리 등도 포함
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미국의

판례(Rite-Hite

Corporation

v.

Kelley

Company, Inc.)와 실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 또한 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376) 우리 판
례377) 역시 디자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의장권자가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천
정 흡음판을 제조·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천정 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도 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침해자의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천정 흡음판을 더

371)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윤선희, 앞의 글, 114면(정확히는, 권리자의 판매물건과 침해품이 “동일ㆍ
유사할 것”을 요구한다).
372) 中山信弘, 特許法(第4版), 弘文堂, 2019, 399면.
373) 일본에서의 다수설이라 하고(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ㆍ注解[第2版], 1831면), 知裁高裁의 최근
판결들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知裁高裁 平26年 12. 4. 平成25年(ネ) 第10103号; 平27年 11. 19. 平
成２5年(ネ)第10051号).
374) 양창수, 앞의 글, 58면. 특허법원, 앞의 책, 556-557면도 이를 지지하는 취지로 보인다.
375)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189-190면.
376) 新注解[第2版], 1840면.
37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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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천정 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고 하더라도, 천정 흡음판의 설치공사 대금을 천정 흡음판의 판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천정 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함에 있어서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 흡음판
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378) 다만, 이런 부수물건의 판매나 서비스 기회 상실이라는 손해를 인
과관계를 증명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민법
제397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이다.

2. 제128조 제2항 제2호 (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수량 / 침해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가. 권리자의 실시 능력
(1) 증명책임
권리자의 실시능력은 손해액 산정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증명책임이 권리자에게 있
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단서와 달리 이를 본문에 배치한 조문의 구조나379) 실시능력
은 권리자가 더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380) 그러나 증거로
부터의 거리로 따지면 ‘권리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역시
침해자보다 권리자가 더 가까울 것임에도 이는 침해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할 사유로
보는바, 양자를 달리 볼 근거는 미약하다. 오히려 침해자는 ‘권리자는 어차피 A 만큼
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A(전부) × 권리자의 양도수량」으로 손해를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 손해액을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제3항 단서의 ‘권리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381) 현실적으로 생산가능 한도를 획정하는데는 여러 변수와
가정적 상황이 개재되기 때문에 권리자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
도 권리자가 이를 먼저 증명해야만 비로소 제128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
378)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역시 “피고 실시 제품의 제작 당시 원고가 제1항
발명을 실시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을 부품으로 한 도금설비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사용하여 도금을 하는 영업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발명을 실시한 도금용 전극을
사용한 영업이익까지 위 도금용 전극의 판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
위가 없었더라면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을 더 도금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영
업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같
은 판지를 반복하고 있다.
379) 안원모, 앞의 책, 174면;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200면.
380) 양창수, 앞의 글, 64면.
381) 권리자 스스로 ‘생산’이 불가능하였다면 ‘판매’ 역시 불가능하였을 것이어서 ‘판매 불가능’은 ‘생산
불가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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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커 부당하다.382)
(2) 적용범위
① 잠재적 생산가능성: 권리자의 생산 가능성은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할 필
요는 없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즉, 당장은 해당 수량의 생산가능성
이 없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을 통해 그런 생산 가능성을 갖출 여력이 있다면 제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위 증명책임과 연결지으면, 침해자는 권리자의 잠재적 생산능력이
총동원되더라도 자신의 양도수량에는 미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제128조 제
2항의 적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생산가능성의 존재시기: 잠재적 생산가능성이 존재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침해품이
시장에서 유통됨으로써 실제로 특허품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간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하겠지만,383) 문제는 한번 판매된 침해품이 재고품으
로 보관되었다가 수시로 판매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침해품이 계속 사용되면
서 특허품의 매출을 저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결국 특허권의 존속기간 이내
인 이상, 잠재적 생산가능성이 존재만 한다면 그 시기를 이유로 제2항의 적용을 거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③ 생산 주체의 확장 문제: 권리자 스스로 특허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
게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스스로 생산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는 없
다.384) 통상실시권자는 권리자와 독립된 경제적 주체이므로 그가 생산ㆍ판매하는 수
량을 권리자의 생산 가능수량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385)

나.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손해액 산정 시 권리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그 사정과
구체적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
(1) 해당 사유
넓게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이외에 침해자의 양도수량 전부를 권리자의 손해와
382) 유사한 문제의식을 언급하는 예로, 안원모, 앞의 책, 174면.
383) 같은 취지,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202면.
384) 같은 취지,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203면. 高部 眞規子, 앞의 책, 257면. 다만, 하청을 통
한 생산은 실제로 존재한 것만 인정해야지, 장차 누군가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마저 생산능력으로 보게 되면 ‘잠재적 생산가능성’의 외연이 끝없이 넓어져 부당하다.
385) 같은 취지, 안원모, 앞의 책, 178면;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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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 것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모든 사유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① 특
허품에 대한 대체품의 존재, ②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광고ㆍ 선전, 브랜드 가치,
③ 침해품 품질의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 ④ 침해품에 특허발명 이외의 구성이 부
가됨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증대한 사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⑤ 특허품 생
산에 불가결한 부품 공급의 차질, ⑥ 특허실시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정, ⑦ 신기술의
개발로 특허발명이 진부화(陳腐化) 하여 시장성이 한계를 보인 점 등도 사유로 거론
된다.386) 또한, ⑧ 동일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예컨대 권리자는 그 발명을 이용
하여 TV를 제조ㆍ판매하는 반면, 침해자는 그 발명을 이용하여 라디오를 제조ㆍ 판매
하는 경우처럼 시장(市場)이 서로 완연히 다른 경우에도 특허법 제128조 제 2 항이 적
용될 여지는 없으며 권리자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387)
일본의 판결례 가운데, 원고의 특허품은 중급의 피트니스용 고글인 반면, 침해품은 저가
의 아동용 고글로 판매된 사건에서 양 제품의 경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이를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의 문제로 고려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 가운데
1%만을 손해배상의 산정근거에 포함시킨 것이 있다.388)
주로 ①(대체품의 존재)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특허품의 ‘시장점유율’이 있다. 예컨대,
시장에서 특허품의 점유율이 50%, 제3자(대체품 판매자ㆍ실시권자 혹은 또 다른 침
해자일 수도 있다)의 점유율이 30%, 침해품의 점유율이 20%인 상태에서 권리자가 침
해품의 양도수량을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권리자는 침해가 없더라도 어차
피 침해품의 양도수량 전부를 판매수량으로 가져갈 수 없고, 그 중 권리자의 시장점
유율이 반영된 62.5%{=50/(50+30)}만을 일실 판매수량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나머지는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성한다389) 복합산정을 적용하게
되면 침해품의 양도수량 가운데 37.5(100-62.5)%의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
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기여율 문제
기여율이란,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침해제품 일부에만 해당하거나 침해제품의
판매에 특허발명 이외에 다른 요소의 기여가 있는 경우(바꾸어 말하면, 침해품의 매출

386) 三村量一,
, 298면.

2001

三村量一, 損害(Ⅰ)-特許法 102條 1項, 新裁判實務大系 知的財産關係訴訟法, 靑林書院,

387) 中山信弘, 앞의 책, 400면.
388) 大阪地裁 平19年 4. 19. 平17(ワ) 第12207号.
389) 같은 논리를 적용한 예로, 미국의 State Indust., Inc. v. Mor-Flow., Inc. 883 F2d. 1573(Fed.
Cir. 1989); 東京地判 平12年 6. 23. 平8(ワ) 第17460号(특허품의 시장점유율이 권리자 63.2%, 침해
자 11.6%, 타 회사 25.2%였음을 참작하여 침해자 양도수량의 25.2/(25.2+63.2)에 해당하는 수량은
피고의 침해가 없었더라도 타 회사가 판매하고 있어, 원고가 특허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
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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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허발명이 일부 역할만을 담당한 경우)이며, 위 각 사유 중 ②~④가 여기에 해당
한다(특히 ④).390) 이를 특허법 제128조 제2항 1, 2호의 적용에 관련지어 보면, 침해
품의 양도(수량)에 비 침해요소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이 점이 반
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여율은 엄밀히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사정’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제2항으로 산정되는 손해액의 감액 사유라는 면에
서 실무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제4항의 적용 시에도 마찬가이이다.
기여율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으며, 기여율은 구체적 직접증거나 일
정한 계산식에 의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증거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
단된다.391) 실무는 제2항 적용 시에도 제4항과 마찬가지로 산정된 전체 손해액에 기
여율을 곱하는 방법을 취한다.392) 한편, 기여율은, 복합산정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사
유들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3) 복합산정
침해자의 양도 수량가운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거나, 침해가 없었더라도 권리자가
어차피 판매할 수 없는 수량이어서(예컨대, 위 사유 중 ①, ⑤ ~ ⑧) 일실이익 손해계
산에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 권리자는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8조
제2항 제2호).
(4) 기여율(위 사유 중 ② ~④)과 복합산정
특허발명의 기여율을 넘는 부분은 배상의 근거가 되는 침해자 판매수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컨대, ㉠ 침해품의 양도수량: 100개, ㉡ 침해품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율 70%, ㉢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액 1만원이라고 할 때, “(㉠ x 0.7) x ㉢”으로
계산하여 70만원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해품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된 30개에 관해 권리자가 복합산정으로 합리적 실시료를 배상받을 여지는 없다.
결국 특허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 실시료 상당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여율이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
시료의 복합산정을 받을 수 없다.

다. 제외 사유: 통상실시권 설정이 불가능했던 수량

390) 실무상 ①이나 시장점유율 역시 기여율 요소로 보는 예도 있으나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391) 특허법원, 앞의 책, 567면.
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가합13369 판결 등. 제4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에서 침해자의 총 이익에 기여율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한 것들로는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제4항에 의한 산정);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745 판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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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다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
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보충산정에 의한 합리적 실시료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의미를 두고 예컨대, 침해품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율을 넘는
부분처럼 권리자에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하는 예가 있으나393) 부당하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었던 수량’이라는 표현
은 문언상으로도 정합성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양도 수량이 아닌
손해액 산정에 반영함이 합당함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 규정은 문언 그대로, 권리자
가 침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아서
‘실시권 설정 기회의 상실’이라는 일실이익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송법적으로는 침해자가 권리자의 보충산정 주장에 대해 제
출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
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② 전용실시권자가
그 전용실시권에 기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①의 예로는 특허권자가 이미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특허권
이 공유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선행 전용실시권에 저촉되는 전용실시
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줄 수 없고, 공유 특허권에 기해서는 다른 공
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394) ②
의 예로는 전용실시권자가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395)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① 스스로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특허권자 甲이(생산능력 한
도 월 300개) 월 100개의 물량에 관해 乙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丙
이 침해를 통해 500개의 특허품을 제조, 판매하였다면, 甲은 丙의 침해량 중 자신의
생산능력을 넘는 200개(500-300)에 대해서는 복합산정에 의해 합리적 실시료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396) 이 때 丙은 다시 그 중 100개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자 乙이 존
393) 일본 특허청, 앞의 자료, 18면.
394) 한편,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약간 사정이 다르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특
허권자라도 대외적으로는 실시권이나 실시허락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침해자를 상대로 실
시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 특허권자 스스로도 발명을 실
시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이른바 완전 독점적 통상실시권), 이는 실질적으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특허권자에게 실시료 상당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실시권자에 대한 배상액에서 실시료 상당액도 공제하지 않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39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에 기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0조 제4항).
396) 만약 이미 甲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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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甲이 그 물량만큼 어차피 실시허락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제 주장
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②와 관련하여 전용실시권자 甲이(생산능력 한도 월 300개)
500개의 침해물품을 제조, 판매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생산능력을 넘
는 200개에 대해서는 복합산정을 통해 합리적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특허
권자와 甲 사이의 전용실시권 계약 상 甲이 월 100개까지만 특허물건의 제조ㆍ판매
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100개(200-100)에 대해서는 어차
피 甲이 실시허락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위 복합산정 대상 수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 지분권자가 스스로는 특허발명 전부를 자기실시 할 수
있지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만약 침해자에 대해 공유자 전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문
제될 것이 없지만, 지분권자 일부만이 자기 지분에 응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양
도수량을 근거로 계산한 손해배상액 외에397) 잔존부분에 대해 실시권 설정의 기회 상
실을 근거로 복합산정에 기한 합리적 실시료 배상까지 청구한다면 침해자로서는 특허
법 제99조 제4항 및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해당부분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는 항변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 소송법적 문제
특허법 제128조 제2 내지 5항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 요소에 해당하는 침해자의 양도수량, 권리자의 단위
당 이익, 침해로 인한 이익, 실시료 상당액 등은 주요사실들이다.398) 아울러, 변론주
의 원칙상 이런 주요사실들을 구성하여 제2 내지 제5항 가운데 어느 것을 주장할 지
여부는 당사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어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되며 임의로 각 항의
적용 여부나 그 순서를 정해 판단할 수는 없다. 판례399) 원고가 당초에는 특허법 제
128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
정할 것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제4항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고 하면서 제7항에 의해 변론 전취지로 손해액을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은
마땅히 원고의 주장대로 제2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폈어야 한
리자의 시장점유율을 반영한 수량만큼이 권리자의 일실 양도수량이 되며, 복합산정시 침해품의 양도
수량에 그 나머지 비율을 곱해 나오는 수량에 대해서만 합리적 실시료의 청구가 가능함은 앞서 설명
한 바와 같다.
397) 물론 이 손해액 역시 지분에 응해서만 인용될 것이다.
398)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의 일실이익을 계산하여 정할 때, 계산의 기초인 월 수입, 생활비,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이 주요사실이라고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399)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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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법리는 제128조 제2 내지 5항의 선택적 적
용 뿐 아니라 제5항을 보충적용하는 복합산정의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제2항 내지 제4항에 제5항을 복합하여 손해산정을 구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권리자가 제2(4)항의 손해를 주장하였는데 침
해자의 양도수량 중 공제가 인정되거나 추정이 일부 복멸되어 결국 ‘일부 인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 부분
에 대한 실시료 상당 손해(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이다.400) 따라서
권리자로서는 처음부터 제2항에 기한 손해산정을 구하는 외에 예비적으로 공제 부분
이 있다면 제5항을 추가 적용할 것을 주장하거나, 1심에서 공제로 인한 일부 기각 판
결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그에 대해 제5항의 추가 적용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소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독일에서도 이런
법리는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독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손
해배상 소송에서 복합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반환, 합리적
실시료의 3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당사자는 선택한 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401) 그러나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겨버리거나 침해자가 배상액을 변제하여 채무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면 변경의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402) 즉, 권리자는 별소를 통해 다른 산정방법을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손해액과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변제
를 통해 급부를 소멸시킨 침해자를 상대로 다른 손해액 산정방법을 동원해 추가배상
을 구할 수 없다.

3. 침해자 이익 상당 손해(제4항)와 복합산정 문제
개정 특허법은 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제2항 제1호)에 대해서만 합리적 실시
료에 의한 복합산정을 규정하고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제4항)을 적용한 결과 그 추정이 복멸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
료의 복합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개정 특허법 제102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이를

400) 제2항에 기해 산정되는 손해이든, 제5항에 기해 산정되는 손해이든 공히 침해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이기 때문에 판례처럼 손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을
따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른다.
401) Haedicke/Timmann, 앞의 책, p.908; BGH 22.04.1993- I ZR 52/91(GRUR, 1993, 757).
402) Kühnen, 앞의 책, p.696; BGH, 17.06.1992 - I ZR 107/90(GRUR 1993, 55, 57); BGH,
22.09.1999 - I ZR 48/97(GRUR 2000, 226, 227); BGH, 09/25/2007 - X ZR 60/06 (GRUR
200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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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2항(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에 해당)의 추정 복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복합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
라도 당연히 해석상 그렇게 운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403)
한편, 법 개정 이전에 복합산정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제4항에 의해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를 추정하는 경우에도 추정 복멸사유가 인정되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는 마찬가지로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5항에 의한 복합산
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며,404) 일본에서도 긍정설이 학설과 재판
례로서 유력하였다.405)
생각건대,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일정한 규모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권리자는 적어도 그에 대해 실시권을 허락할 기회를 잃은 손
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기초 위에서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는다면 그만큼은 손해가 보전된 것이지만, 추정이 복멸되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여전히 상응하는 실시료 상당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므로 결국 이 경우에도 복합산정을 통한 보충적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멸된 규모의 이익액에 합리적 실시료율을 곱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대체로 “매출액 > 이익액”이 경험칙임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곱하는
합리적 실시료율은 ‘매출액’에 곱하는 실시료율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추정이 복멸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5항의 보충적용이 가능하
다는 점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추정을 복멸하는 사유로는 ① 특허품에 대한 대체품의
존재(시장의 분점), ②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광고ㆍ 선전, 브랜드 가치, ③ 침해품
품질의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 ④ 침해품이 특허발명에 새로운 구성을 부가한 개량
품인 점 등으로 인해 특허품보다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⑤ 특허품 생산
에 불가결한 부품 공급의 차질, ⑥ 특허실시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정, ⑦ 신기술의 개
발로 특허발명의 진부화하여 시장성이 한계를 보인 점, ⑧ 침해품과 특허품의 구체적
실시태양이 다르거나 영업의 시장 또는 판매 지역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 수 있다.

403) 일본 특허청, 앞의 보고서, 25면.
404)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앞의 책, 216면; 안원모, 앞의 책, 187면(각 제128조 제2항에 관한 서술이나,
제4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405) 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ㆍ注解[第2版], 19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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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리

이상의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합산정이 가능한 경우
(1) 생산능력 초과부분
① 2,000개

생산
능력

甲: 500개 x 2,000원 (단위당

초과

실시료)

수량

1,000,000

(복합산정)

② 1,500개
乙
(甲 생산능력 상
한)

양도수량
(1,500개)
10,000,000
甲: 1,000개(乙의 판매수량) x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③ 1,000개

(일실이익 손해배
상)

甲
침해 전
판매수량

↓↓
④ 500개

甲
甲: 500개(甲의 판매수량) x
침해 후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판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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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2)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① 2,000개

(침해가 아니었더
라도 甲이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A

甲: 500개 x 2,000원 (단위당 실
시료)

1,000,000

(복합산정)

乙
② 1,500개

양도수량
(1,500개)
甲
10,000,000
침해 전

甲:

판매수량

1,000개(乙의

판매수량)

x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일실이익
손해배상)

↓↓

③ 500개

甲
甲:
침해 후

500개(甲의

판매수량)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x

5,000,000

판매수량

A: 침해가 아니었어도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 특허품에 대한 대체품의 존재(시장의 분점): [특허권자 점유율/(특허권자 점유율 + 제3자 점유율)] x
침해자 양도수량
- 특허품 생산에 불가결한 부품 공급의 차질
- 특허실시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정
- 신기술의 개발로 특허발명이 진부화(陳腐化) 하여 시장성이 한계를 보인 사정
- 권리자와 침해자의 시장(市場)이 서로 완연히 다른 사정 등

나. 복합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1)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경우

- 186 -

① 2,000개
(甲이 통상실시
권을 설정할 수

B

없었던 부분)

300개

乙

② 1,700개
③ 1,500개

양도수량
甲

12,000,000

(1,500개)

甲: 1,200개(乙의 판매수량) x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침해 전 판매수량

(일실이익
손해배상)

↓↓
③ 500개
甲

甲:

500개(甲의

판매수량)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침해 후 판매수량

x

5,000,000

B: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수량

(2) 권리자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
① 2,000개
(기여도 평가 결
과 권리자의 영

C

역이 아닌 부분)

300개

乙

② 1,700개
③ 1,500개

양도수량(1
甲

,500개)

12,000,000
甲: 1,200개(乙의 판매수량) x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침해 전 판매수량

(일실이익
손해배상)

↓↓
③ 500개
甲

甲: 500개(甲의 판매수량) x

침해 후 판매수량

10,000원(甲의 단위당 이익)

C: 침해품 판매수량 중 오로지 침해자의 기여에 근거한 부분
-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광고ㆍ 선전, 브랜드 가치
- 침해품 품질의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
- 침해품이 특허발명에 새로운 구성을 부가한 개량품인 점 등

- 187 -

5,000,000

제5장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Ⅰ. 서

언

1. 합리적 실시료의 중요성 대두
종래 실시료 상당액은(제128조 제5항)은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의 최저한을 법정한 것
으로서, 권리자가 실시자인 경우에는 대개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예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
조의 개정으로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부분이나 추정이 복멸되어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그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의 보충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문에 명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 침해소송에서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
과 합리적 실시료 상당 배상액 산정 문제의 중요성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이
며, 이에 대해 자세한 법리적ㆍ실증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제
시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406)

406)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
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인문화사(201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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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 제128조 제5항(합리적 실시료 손해)의 법적 성질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임의로 실시한
경우, 권리자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이 자
명하므로 침해와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제128조 제5항은 제 6 항
과 결합하여 특허발명의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한도의 배상액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다. 합리적 실시료 배상 규정은 손해의 발생 자체를 간주한 것이라는 설
(손해발생 간주설)과, 손해의 발생까지 간주되지는 않고 최저한도의 손해액이 법정된
것일 뿐이라는 설(손해발생 추정설, 손해액 계산규정설)의 대립이 있다. 논의의 실익
은, 제128조 제5항에 기한 배상청구에 대해 침해자가 ‘손해 불발생 항변’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발생 추정설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407)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408) 이 경우 ‘권리자의 불실시’는 손해 발생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실시료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지
위에 있는 사정만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다.409) 대표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들
수 있다. 판례는410),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
요는 없지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상표의 사용료 상당 손해에 관해서 ‘불사용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
다. 한편 위 판결은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
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반대로 특허의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는 이상 권리자가 해
당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실시료 상당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5항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이 있다. 따라서 예컨대 침해자가 특허실시품을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하였다고
해도 적용에 문제가 없다.

407) 전효숙, 앞의 글, 31면; 안원모, 앞의 책, 236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 241면.
408) 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ㆍ注解[第2版], 1991-1992면.
409) 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ㆍ注解[第2版], 1993면.
410)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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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128조 제5항의 해석론
1.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당해 산업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실시료액’이나, ‘침해 전 타인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리자가 지급받았을 금액’
정도로 설명하는 예가 있다.411) 이와 달리, 당해 사안에서 개별 구체적인 요소를 모
두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412) 생각건대, 실시권 설정계약에는 권리자의
영업정책, 상대방과의 관계, 발명의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이 반영
되므로 이런 개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종기술에 대한 실시료를 배상
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 또, 특허법 제128조 제 5 항의 손해
액을 가상의 실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면, 침해자로서는 권리자와의 교섭 대
신 무단 침해를 통해 발명을 실시하고 사후에 침해로 인정되면 비로소 실시료 상당액
을 배상하면 되어서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 특허는 언제든 사후에 등록무효로 될 수
있고, 실제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약정 실시료는 반환받을 수 없는데,413) 그렇
다면 정당한 실시계약 아래 발명을 실시한 자는 기지급 실시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반
면,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한 자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면 되고 그나마
특허가 무효로 되면 기지급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실시계약에 기해 실시료를 지급하는 자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제 5항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사자 간의 개별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침해자가 정상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자와 비교하여 같거나 유
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414)

2. 상당한 실시료 판단의 기준 시점과 고려사항
411) 전효숙, 앞의 글, 32면; 권택수, 앞의 글, 569면 등.
412) 안원모, 앞의 책, 237-238면.
41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영선,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법조 제55권 제3호,
2006, 61면 이하; 판례로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414) 미국에서도 예컨대 특허침해사건에서 계약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시료율이 매상의 3~10%인 상태에
서 침해로 인한 배상 실시료율을 매상의 33%로 인정한 CAFC 판례가 있다(Bio-Rad Laboratories,
Inc. v. Nicolet Instrument Corporation, 739 F.2d 604(Fed. Cir. 1984)). 독일 법원들 역시, 실시
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과정에서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지급해 온 실
시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 실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실시계약 이후의
위험들을 침해자에게도 부담시키기 위해 25%~100%까지도 배상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Thomas F. Cotter, 앞의 책, 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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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기준 시점
판례415)는 “…(상당 실시료 손해액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실시료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고려사항
판례416)는 상당실시료의 결정 시,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② 당해 특
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④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 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
타난 모든 사정’을 상당 실시료의 고려요소로 들고 있다.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
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417)이 없
는 한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
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밖에 실시허락에 대한 권리자의 정책, 침해자의 자세 등도 고려되어야 하고,
앞서 본 대로 정상적인 실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지급되었을 실시료보다 침해로 인해
지급해야할 실시료 상당 배상액이 같거나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IT 등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일단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특허기술에 대한 고정효과(Lock-in effect)가 생겨, 이후 침해
를 중단하고 대체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막대한 대체비용 때문에 부득이 침해가 계속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결과 실시료율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침해자에게 가혹하
고 권리자가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수도 있으므로 침해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가상 실시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418)

다. 기여율 문제
41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41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417)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거론된다(대법원ﾠ2001. 11. 30.ﾠ선고ﾠ99다69631ﾠ판결).
418) William F. Lee & Douglas Melamed, 앞의 글, p.412.

- 191 -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상당 실시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여율 감액
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일본에서는 기여율 감액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실시
료율을 산정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있으나,419) 논의의 큰 실익
은 없어 보이며, 그와 같은 기여도를 실시료율에 반영하여 책정하면 될 것이다. 판
례420)와 하급심 판결례421)도 그런 입장을 보인다.

3. 구체적 산정방법과 재판례
권리자는 손해의 발생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 침해 및 상당 실시료액을
주장ㆍ증명하면 족하다. 실무상 ⅰ) 물건발명의 경우, 총 매출액에 상당 실시료율을
곱하거나, 제조ㆍ판매한 제품의 단위당 상당 실시료 액을 인정한 후 여기에 총 제조
또는 판매수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ⅱ)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단위
당 사용료에 사용수량을 곱하는 방법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한편, 실무에서 상당 실시료액을 인정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위 2.나.
의 판례가 언급한 항목 가운데 ‘특허 기술의 객관적 가치(①, ④)’ 및 ‘실시계약의 선
례(②, ③)’인 것으로 보인다. ①, ④에는 근래 들어 다양한 형태의 ‘업종별 라이센스
통계’나 ‘기술가치평가’ 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의 재판례와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제2장 Ⅰ.
부분을 참조할 것.

Ⅲ. 실무상 유의점 및 개선 필요 사항
위에서 검토한 비교법적 상황과 해석론상의 문제들을 기초로, 향후 합리적 실시료 배
419) 中山信弘ㆍ小泉直樹 編, 新ㆍ注解[第2版], 2042-2045면.
420)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역시, 당해 사건에서 배상의 근거가 된 실시료율에
기여율이 반영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08가합107370 판결은, 상당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
정하면서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외에도 피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39개의 특허 및 실용
신안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구성부분 중 일부에 관한 특허로서 이는 개척
발명이 아니라 개량발명인 점,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 위 매출소득을 얻은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 뿐 아니라 피고의 브랜드 인지도ㆍ유통망ㆍ외관의 디자인ㆍ마케팅 등의 자본적, 경영적 요
소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 제품의 세탁기 전체 판매가는 평균 약 45만 원인데 비해 드럼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의 제조원가는 9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전기ㆍ
전자제품에 관한 판매금액 대비 국내 실시료율은 평균 4.2%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드럼 세탁기 제품의 판매액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0.5% 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여율을 별도 반영하지 않고 실시료율 산정에 일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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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판단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ㆍ증액되어야 함
재판실무에서, 선행계약의 실시료율이나 거래계에서 확인되는 실시료율을 해당 사건
의 합리적 실시료율 산정에 참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실시료
율을 그대로 배상실시료율로 삼는 것은 문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실시계약 상 실시료율은 해당 특허의 유효 여부나 실시형태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며 그런 불확실성이 실시료의 감액사유로 작용한
다. 반면, 손해배상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는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실시형태가 그 권
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다. 또한, ⅰ) 침해로 인해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실시허락을 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한 것이며,
ⅱ) 통상 실시료 계약에는 최저 보증료의 선불, 해제의 제한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실
시권자에게 부과되는 수가 많은데 침해자는 계약이 없이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제약을 모두 회피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자는 당
연히 전자보다 높아야 한다.
② 그러지 않으면, 침해자로서는 권리자와의 교섭 대신 무단 침해를 통해 발명을 실
시하고 사후에 침해로 인정되면 비로소 실시료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어서 침해를 조
장할 수 있다. 특허는 언제든 사후에 등록무효로 될 수 있고, 실제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약정 실시료는 반환받을 수 없는데,422) 정당한 실시계약 아래 발명을 실
시한 자는 기지급 실시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한 자는 실
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면 되고 그나마 특허가 무효로 되면 기지급 손해배
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적법한 실시계약에 기해 실시료
를 지급하는 자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③ 재판에서 거래상 실시료율이 배상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일정 부분 심
리적 정박효과(anchoring effect)와 관계가 있다. 즉, 법관으로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실시료율을 판결에 반영한 이상,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자기
신뢰를 하기 쉬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심리적 정박효과가 초래하는 불합리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예컨대 합리적 실시료 배상 관련하여 침해자 매출
이 100억이고 특허발명의 기여율이 30%, 합리적 실시료율이 10%라고 할 때, 손해액
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100억(매출액) x 30%(기여율) x 10%(실시료율) = 3억」
42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영선,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법조 제55권 제3호,
2006, 61면 이하; 판례로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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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과, ⅱ) 「100억(매출) x 10%(실시료율) x 30%(기여율) = 3억」의 방법이 있다.
즉, 기여율을 ‘로열티 베이스’에 먼저 반영하는 방법과 ‘로열티율’에 반영하는 선택지
인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나오지만 실제 배상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침해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수치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로열티 베이스가 크면 손해배상액도 커져야 한다는 ‘정박효
과’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로열티 베이스가 커지면 합리적
실시료율을 그에 맞추어 적절히 낮추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합리적 실시료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컨대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
로 10% 내외 : Lemley & Shapiro, 앞의 논문(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p. 2034). 결국 원고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침해자 매출(로열티 베이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배상액 증액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전체시장가지
원칙’ 등을 동원하여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 법원 역시 (최근에는 일부 반성적 고려
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소배상의 회피를 위해 이를 받아주어 온 경향이 있다고 한
다.423)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배심원이나 법관 등 판단 주체는 자신이 객관적인 판단
을 했다는 오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④

거래계의 실시료에 대한 통계자료의 한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

우 기업에게 실시료율은 중요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특허 실시계약 자체가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실시료를
조사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424) 앞서 본 대로 일본에서는 심지어
판결문에 실시료율이 비밀처리되어 공간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거래계의 실시료 자료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런 이유로 실시
료 배상액을 일반적 실시료율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중
미국과 독일에서의 예를 통계로 실증조사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25)
미국(2004-2008)
기술분야

화학

침해배상 실시료율

거래상 실시료율

평균(%)①

평균(%)②

6.3

4.8

차이(①-②)

1.5

423) C. Bradford Biddle 외 4 편집, 앞의 책, p.42-43.
4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2017, 3-4면.
425) 출처: 株式会社 帝国データバンク,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関する実態把握-」(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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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바이오

6.9

7.7

-0.8

전기,전자

13.1

5.2

7.9

식품

11

3.9

7.1

섬유

6.9

-

-

고무, 플라스틱

6.0

-

-

소프트웨어

21.3

11.6

9.7

합계

5.1

독일(2004-2008)
기술분야

침해배상 실시료율

거래상 실시료율

중앙값(%)①

차이(①-②)

평균(%)②

화학

3.8

1.7

2.1

정밀기계

5.5

2.8

2.7

일반기계

5.3

2.4

2.9

자동차

3.5

1.8

1.7

식품

7.9

2.2

5.7

건설

3.5

2.2

1.3

통신

0.6

2.2

-1.6

합계

2.2

2. 증액배상제도(제128조 제8, 9항)와의 관계
특허법이 고의적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3배까지의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상, 합
리적 실시료 산정 과정에서 굳이 배상액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거래상 실시료
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증액배상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법리적 측면
첫째, 특허법 상 증액배상은 ‘고의적 침해’라는 주관적 비난요소를 필수로 하는 점(제
8항)에서 고의ㆍ과실 전반에 적용되는 합리적 실시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
둘째, 특허법상 증액배상의 고려요소(제9항)는 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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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규모,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⑧ 침해
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인 반면, 합리적 실시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사정」은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② 당해 특허
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④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으로서 양자는 다르다. 물론, 그 가운데
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라든지, ‘침해에 대한 고의의 정도’와 같
이 중복되는 인자들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증액배상 판단의 기준이 합리적 실시료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전부 대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셋째, 증액배상 제도의 목적은, 침해에 높은 주관적ㆍ객관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여 형평을 도모하고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인 반면, 합리적 실시료의 규범적 판단은 ① 특허의
유, 무효나 권리범위 속부가 불확정한 상태를 전제로 형성되는 거래상 실시료와 그것
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배상액 간 차이를 보정하고, ② 정당한 실시계
약과 침해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침해자가 전자를 택한 실시자보다 유리한 처우를 받
지 않도록 개별 사건에서의 형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
다.

나. 현실적 측면
(1) 2019년 개정 특허법에 도입된 증액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ⅰ) 증액배상의 핵심을
구성하는 고의의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ⅱ) 국내 당사자 간 특허
소송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인 반면,
국내 대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외국 거대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점, ⅲ) 향후 미국 등 외국에서
국내 기업이 특허침해로 막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제한 없이 승인ㆍ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426) 이
런 우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20여개 특별법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
되어 있음에도 2019년 현재 소송에서 실제 징벌적 배상이 문제된 것은 도합 12건에
426) 상세는, 조영선,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 인권과정의 제492호(2020. 9),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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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그나마 인용은 2건 뿐이다.427) 이처럼 소송 실무에서 징벌적 배상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거나 인용되지 않는 추세는 적어도 한동안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액배상 제도를 활용하면 합리적 실
시료 배상의 판단 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
이다. 오히려 합리적 실시료 배상 단계에서 판단 기준을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탄력적
운용을 한다면 굳이 징벌적 배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거
둘 수도 있을 것이며, 차라리 이것이 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증액배상이 활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합리적 실시료의 규범적 판단 기준은
여전히 독자적ㆍ실천적 존재의의를 가진다. 예컨대, 기업이 실시능력을 갖지 않은 대
학이나 개인의 특허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강도
의’ 제재수단인 증액배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특허분쟁을 포함하여 고도의 비난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증액배상보다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규범적 판단을 활용하여 저강도의 증액배상을 도
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의 요
건사실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그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면에서 부담요소가 된다. 결국 양자는 운용 조건에 따라 병
행적으로 활용을 통해 더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증액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합리적 실시료의 규범적 판단 기준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 비교법적 측면
고의 특허침해에 증액배상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증액된 합리적
실시료를 기초로 재차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하는 예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1심 법원이 이미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상당한 정도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음에도 다
시 그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액을 명한 예,428) 1심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과
정에서 침해자의 이익액보다 몇 배 큰 금액의 배상을 명했음에도 재차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예,429) 배심원이 인정한 합리적 실시료 금액의 2배 가량의 전보배상액을 인정
한 뒤, 다시 그에 대해 고의적 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 증액을 인정한 예430) 등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2020. 10. 17. 제4차 특허법 개정을 통해 고의적 특허침해
427) 사법정책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9, 220~221면.
428) Monsanto Co. v. Ralph, 382 F.3d 1374, 1379, 1385 (Fed. Cir. 2004).
429) Golight, Inc. v. Wal-Mart Stores, Inc., 355 F.3d 1327, 1338-39(Fed. Cir. 2004).
430) Maxwell v. Angel-etts of Cal., No. CV9910S16DT(AJWX), 2001WL 34133507, at *12-25
(C.D. Cal. July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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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최대 5배까지의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법 개정 전부터 실시료에 근
거한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래상 실시료의 3배까지 증액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종래 위 배수 증액 규정은 징벌적 배상과 별개의 것으로 받아
들여져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도 여전히
해당 조항이 존치되고 있다.

라. 정리
합리적 실시료를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짓는 규범적 판단 기준은 증액배상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적 목적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일부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여 합리적 실시료 판단 기준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이를 증액배상 판
단으로 대체하면 족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특허 침해에 관해 합리적 실시
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배상액을 산정한 뒤 증액배상이 필요하다면 다시
이를 기초로 증액배상액을 산정해야지(다만, 구체적 증액배상액 산정 시 그런 사정을
반영함은 별론), 임의로 합리적 실시료 판단기준과 증액배상의 판단기준을 통합 적용
하는 것은 정확한 법 운용이 아니며 그 근거 또한 없다 할 것이다.

3.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와 실시료율 산정기준의 고려
합리적 실시료 배상은 기본적으로는 「로열티 베이스(매출액 등) x 실시료율」의 산식
으로 산출된다. 국내 판결례들은 대체로 ‘실시료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상대적으
로 ‘로열티 베이스’의 종류는 단순하다. 로열티 베이스는 ‘실시 태양 및 규모’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고 해당 사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자임에도 우리 판결례 가
운데는 ① 침해품 매출액, 매출수량 ⓶ 침해방법의 사용 횟수 ⓷ 침해품 임대료 ⓸
침해방법을 이용한 공사대금 ⓹ 침해장치를 이용해 제조한 물품의 판매액 정도만 발
견될 뿐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1) 물건발명의 경우: ① 침해품 판매가액 x 실시료율 ② 침해품 판
매이익액 x 실시료율 ③ 침해품 임대료 x 실시료율 ④ 침해품의 단위당 실시료액 x
실시수량 ⑤ 침해품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액 x 실시료
율 ⑥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 ⑦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을 원재로,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 ⑧ 침해품 사
용을 수반한 서비스의 대가 x 실시료율 ⑨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 판매한 물품의 판
매액 x 실시료율 ⑩ 침해품의 설치공사대금 x 실시료율을, (2) 단순 방법발명의 경우:
① 침해방법의 단위당 사용료 액 x 사용횟수 ② 침해방법의 사용에 필요한 단위당 비
용 x 사용횟수 ③ 침해방법을 사용한 서비스의 대가 x 실시료액 ⓸ 침해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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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접침해품 판매나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다양한 유형 추가)를, (3) 물건을 제조하
는 방법의 경우: ①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액 x 실시료율 ②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이익액 x 실시료율 ③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임대료 x 실시
료율 (침해자가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을 임대한 경우) ④ 침해 제법의 단위당 사
용료 액 x 사용횟수 ⑤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
하는 제품의 판매액 x 실시료율을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를 확정한
뒤 거기에 실시료율을 곱해 실시료 상당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로열티 베이스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실시
료를 근거로 한 소송의 숫자가 많지 않거나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나, 법원이 사건의 특징을 반영한 로열티 베이스의 충
분한 심리 대신 손쉽게 제7항의 상당 손해액 인정 규정을 이용하는 관행 때문은 아닌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제7항에 따라 상당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
해의 내용이나 침해수량, 판매액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유혹을 느끼기 쉽지만, 이는 결국 판결의 객관
성, 예측가능성 및 설득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급적 법원으로서는 로열티 베이
스에 대한 심리를 지금보다 충실히 하여 제7항에 기한 배상액 산정의 비중을 줄여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시료율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에 관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판실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이 제시한 8개 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그나마 일부 요소는 전혀 고려된 예가 없거나 고려 대상이 일부요소에 편중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침해사건에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료 산정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다양화해야 하고,
과거 실시계약의 예나 거래계의 실시료 외에도, 실시료의 증ㆍ감 요인을 특허권자나
특허발명 자체에 관련된 사유, 침해자ㆍ침해태양에 관련된 사유등으로 세분하여 확립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의 판례에서 발견되는 「로열티 베이스ㆍ실시료율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
리나라의 그것들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우리도 실시료율 산정 시 고려사항을
훨씬 더 다변화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로열티 베이스

일본, 미국

로열티율 산정시 고려사항
한

한

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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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침해품 판매가액

0

0

침해품 판매이익액

0

0

침해품 임대료

0

0

침해품의 단위당 실시료액

0

침해품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

판매액
물
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
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
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로 이용하는 제품의 판매액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의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0

0

침해품을 사용해 제조한 물품을
원재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

0

는 제품의 판매액
침해품 사용을 수반한 서비스의

0

대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
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계약 선례에 나타난 실시료율이
당사자간 우호적 관계나 장기간
침해품의 설치공사대금

거래, 발명 사업화의 부담 등 사
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사정

침해품이 제조만 되고 아직 판매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스스로

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양한 유형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추가)

점
증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이나 제품

침해방법의 단위당 사용료 액

0

및 시장 개발에 기울인 노력이 큰
점

단

침해방법의 사용에 필요한 단위당

순

비용

침해자가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기술 가운에 굳이 해당 특허발명
을 선택한 점

방
법

침해자 스스로 특허발명의 장점을
침해방법을 사용한 서비스의 대가

0

자신의 제품의 장점으로 선전 광
고한 점

침해방법을 사용한 간접침해품 판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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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사
유

매나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다양
한 유형이 추가)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선행 실시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

계약에서 실시료가 통상적인 경우

액

보다 높게 책정되었던 점
특허권자 스스로 해당 발명을 실

물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판매

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제3자

건

이익액

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의
제
조
방

감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의 임대

침해품이 간접침해품인 점

료

액
사

법

침해자의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침해 제법의 단위당 사용료 액

유

점

침해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을 원재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는 이익

료, 부품, 용기 등으로 이용하는

이 낮은 점

제품의 판매액

기술분야에서 복수의 특허에 포괄
적 실시허락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점

아울러, 다음과 같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고려요소를 계량지표화 하여 그 금액 산
정시 객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고려요소의 계량지표 제언]
고려요소

특허발명
관련 요소

지 수

원천기술여부

5

4

3

2

1

발명의 효과, 상품성

5

4

3

2

1

잔여 존속기간

5

4

3

2

1

기술의 대체 가능성

5

4

3

2

1

복합기술 여부(침해가 인정되는 기술의 수)

1

2

3

4

5

기여율

5

4

3

2

1

유사(분야)계약에서의 실시료율

5

4

3

2

1

판매가격(경합품 대비 고액인가)

5

4

3

2

1

판매수량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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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판매기간

5

4

3

2

1

관련 요소

이익율

5

4

3

2

1

침해 개시 시 시장점유율

5

4

3

2

1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전략의 개방성

1

2

3

4

5

실시허락 교섭이 있었다면, 제시되었던 실시료율

5

4

3

2

1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 중인지 여부

예 (5,4)

아니오(3,2,1 )

4. 기여율 산정기준의 명확화
침해기술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도는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해배
상 소송에서 판결의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핵심을 이루는 ①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광고ㆍ 선전, 브랜드 가치, ② 침해품 품질의 우수성이나 가
격 경쟁력, ③ 침해품에 특허발명 이외의 구성이 부가됨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증대
한 사정 등이 가급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증
언,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특허발명이 ‘소비자
수요를 유인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
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재판실무에서도 가령 상표사
건에서 오인ㆍ혼동 가능성이나, 상표의 주지 정도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여율 산정을
위해 수요자 인식조사가 활용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향후에는 미국에서의 컨조인
트 분석 방법 등을 참작하여 수요자 인식을 기여도 산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근법 등 다양한 시도 필요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상의 실시계약을 전제한다든지, 당사자
간 기존의 동일ㆍ유사한 실시계약의 선례, 혹은 통계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계의 실시
료를 기준으로 하는 고전적 방법 외에도, 사안에 따라 미국의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
근법 모델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필요가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고전적 방법
만으로는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수도 많고, 거래
계에서 조사되는 실시료는 표본의 제한은 물론, 실시료 자체가 중요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실시료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술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 스스
로 적극적으로 거래상 실시료 액을 산출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상세는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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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다.

6. 산업 분야별로 적합한 기준의 개별화 필요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ㆍ반영함으
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분야에 따라 실시료의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양극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기전자ㆍIT 분야」와 「제약ㆍ화학ㆍ바이오 분야」를 예로 삼아 이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기전자ㆍIT 분야
① 복합기술이 많음: 이 분야의 특징은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기술들이 복합ㆍ누적되
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수십, 수백만개의 부품이나 세부기술로 이루어
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실시품이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피침해 특허부품마다 합리적 실시료를 개
별적용하게 되면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이 초래된다. 합리적 실시료 산정 법
리와 관련해서 전체시장가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역시 과잉배상과 연결되기 쉬우
며, 최소 판매단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수가 많다. 미국의 판례가 합리적 실
시료 산정 시 전체시장가치 기준을 예외로 하고 최소시장가치 기준을 원칙으로 삼게
된 것도 이 분야에서의 특허침해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다.
② 표준기술 특허가 많음: 현실적으로 표준기술 특허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통신,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피침해 특허가 표준기술 혹은 사실상 표준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침해로 인한 실손해 외에 표준기술이라는 프리미엄이 과도하
게 고려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시료 과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
③ 특허 풀이 많음: 이 분야에서 특허 풀이 널리 활용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인
바, 침해자가 특허 풀의 구성원인 경우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기술로부터 얻는 현실적 반대급부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특
허 풀을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 간 기술적ㆍ경제적 비중을 면밀히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④ 의도적 복제가 아닌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음: IT, 반도체, SW, 전기・전자 등의
기술분야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유사한 기술적 능력이나 잠재력을 보유하고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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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좁은 보폭의 기술적 진전을 두고 서로 각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결과 다수의
방어출원을 행하거나 특허덤불 (Patent Thicket)을 형성하여 경쟁자와의 협상무기로
삼는 일이 많다. 미국에서 수행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실증분석431) 예에 의하면, 이
분야에서는 침해소송의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고의로 모방한 경우도 있지
만, 독자적 기술로 이미 선발명을 완수한 이후 전략적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
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침해자에게
‘독자적 발명의 항변’을 허용하여 침해책임을 제한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다.432)
이렇게 함으로써 ⅰ) 독자적 발명자의 적법한 시장개입 가능성이 높아져 특허권자가
과도한 독점이익을 포기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실시권 협상을 하게 되고, ⅱ) 경업자들
스스로도 과도한 특허획득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일어난다고
한다.433)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은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침해자의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접근을 통해 특허덤불이 야기
하는 폐단을 줄이고 자유로운 기술교환을 통해 산업발전 및 사회적 후생의 증진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잠금효과, Network Effect, Switch-Cost 등의 빈발: 이 분야에서는 특허권자의
기술을 일단 적용하여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하면 이른 바 ‘잠금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고, 침해자로서는 나중에 비침해 형태의 실시를 하려면 생
산라인을 바꾸는 등 교체비용(Switch-Cost) 손실이 크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과도한
배상요구를 하더라도 부득이 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434) 이런 현실적 사정에 대
한 감안 없이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
다. 그에 대한 대안은 결국 법원이 이런 부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도록 합리적
실시료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울러, IT 분야처럼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침해인식의 가능성이 낮고, 유사한 특허가 조밀하게 존재하며, 전체제품에
다양한 특허부품이 소요되고, 그중 일부에만 특허가 관여되는 일이 많은 분야에서 일
어나는 침해의 비난가능성을 낮게 보아 손해액 산정 시 가장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금지명령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는 바,435) 우리 실무에도 참고할 만하다.
431)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North Carolina
L.R. Vol.87, 2009., pp. 1456-1458.
432) 위의 논문, pp. 1461-1464; Stephen M. Maure & Suzanne Scotchmer, “The Independent
Invention Def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a Vol.69(2002), pp.545-546; 독자적 발
명으로 보호받는 것은 권리자로부터 직접 침해의 경고를 받거나 특허 발명의 기술공개문헌 등에 의하
여 발명의 내용이 공지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발명에 한해야 한다는 수정론으로는, Samson
Vermont, "Independent Invention As a Defense to Patent Infringement", Michigan L. Rev.
Vol.105(2006), pp.482-550.
433) Stephen M. Maure & Suzanne Scotchmer, “The Independent Invention Def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a Vol.69(2002), pp.544-545.
434) William F. Lee & Douglas Melamed,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Patent Damages",
Cornell L. Rev. Vol.101(2016),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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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픈소소의 일반화: SW 관련 발명 분야에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 만약 침해제품에 사용되는 SW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오
픈소스에서 찾을 수 있거나 우회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특허발명 SW
에 대한 침해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간접
사실이 될 수 있고, 침해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고려요소들과 실시료 배상액 산정시 고려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 징

고려사항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 문제 발생

복합기술이 많음

베상액 증감
감

전체시장가치 원칙(X)
최소판매단위 원칙(0)

전기전자
표준기술 특허 많음

침해로 인한 손해 + 표준기술의 프리미엄 고

감

려될 위험. 실시료 과적 문제와도 연결

IT
특허 풀

SW

감

감안

정보통신
SW

풀을 구성하는 침해자의 반대급부를 적절히

의도적 복제 아닌

비난 가능성 낮음.

우연한 동일 발명이

특허 덤불 폐단 방지하고, 자유로운 기술교환

많음

필요

고정효과, Network

시장 선점을 통해 구축한 기반효과로 인해 후

Effect, Switch-Cost

발 기업들에 과다한 실시료 강요할 가능성

오픈소스의 일반화

오픈소스나 우회 수단 택하지 않고

감

감

증

침해하는 것은 해당 발명의 중요성 반증

나. 제약ㆍ화학ㆍ바이오 분야
①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전용실시권 우세, 장기 실시계약: 이 분야는 대규모 초기투
자, 낮은 성공율, 긴 개발기간, 복잡한 임상단계와 인허가 과정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436) 아울러 실시계약의 유형으로 통상실시권에 비해 전용실시권의 비중이 높고,
설정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것으로 파악된다.437) 이는 이 분야에서 특허침해가 발생
435) 위의 논문, p.446-465.
4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쟁점연구 – 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 보상에 관한 연구 :제약특허를 중심으로」
(2018),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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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의미하고, 그만큼 손해
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의 비난가능성, 예방적 고려 등이 참작될 여지도 크다.
② 전체시장가치 원칙에 부합함: 이 분야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전기ㆍ전자나
IT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대개 특허발명이 하나의 물질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로열티 베이스 역시 전자에서 주로
활용되는 ‘최소판매단위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적고, 전체시장가치 원칙이 적합한 경
우가 많다.
③ 단계별로 달라지는 기술가치: 제약ㆍ바이오처럼 허가나 임상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는 해당 의약품이 시판된 상태인지, 시판되기 전이라면 임상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 기술가치가 달리지고, 그에 따라 실시료율 또한 달라지게 된다. 허가내
지 승인이 임박한 임상 후반부에 이를수록 실시료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438)
이런 특징은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율의 산정시에도 당연히 고려됨이 상당하다.
④ 제네릭과의 시장 분점에서 야기되는 특수성: 제약분야에서는 특허권과 제네릭 약
품 사이에 시장 분점이나 약가 설정을 둘러싸고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건, 특허, 공정거래 등 많은 이슈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로서 특허권자의 입장에
서 보면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권리행사에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컨
대 오리지널 신약의 경우 최초 제네릭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에 의해 약가가 일률적으
로 인하되기도 하는바, 이 경우 침해자인 제네릭의 이익과 특허권의 손해 사이에 정
합성이 상실되고 「침해자이익 〈 권리자 실손해」의 상황이 발생한다. 합리적 실시료
손해액 산정시에는 이런 특수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⑤ Reach Through 로열티와 실시료 과적: 이 분야에서는 후속 연구개발에 불가결
한 리서치 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 향후 해당
툴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들에 관해 실시료가 누적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reach through 로열티는 결과적으로 실시료 과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해당 리서치툴이 포함된 이용행위를 하는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⑥ 의도적 모방이 대부분임: 제약・유전공학분야는 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연구노력을
기울여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모방품(Generic)의 제조를
43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2017),
463-465면.
43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쟁점연구 – 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 보상에 관한 연구 :제약특허를 중심으
로」(2018), 69,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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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장에 참가하는 형태가 보편적임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미국에서의 실증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침해 소송 중 고전적 형태의 침해행위 즉, 피고가 특허권자인 원고
의 허락 없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고의로 베꼈음’을 이유로 한 제소는 주로 제약이나
화학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39) 이 분야의 이런
특징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 침해자의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고려요소들과 실시료 배상액 산정시 고려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 징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침해로 인해 입는 손해 큼. 예방적 배상이 중요

전용실시권이 우세

전체시장가치를 로열티 베이스로 실시료 산정할 여지

설정 기간도 장기간

많음

제
약

고려사항

배상액 증감

증

특허- 임상- 허가: 단계별로 합리적 실시료 금액을
단계별로 실시료 격차

적용

증, 감

격증

특허의 잔여 존속기간이 가지는 중요성도 큼

바
제약의 경우 제네릭 등장 시 약가 자동 인하 등

이
오

제네릭에 대한 특수 취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는 손해 감안

급

필요(침해자의 이익 < 특허권자의 실손해)

증

리서치 툴 발명(대학, 연구소) -> Reach Through 실
화

Reach Through 로얄티

시료

증, 감

학

문제

향후 Tool을 이용해 제조되는 제품들에 대한 가중치
반영 (c.f. 리서치 툴 발명들이 ‘실시료 과적’을 초래
할 수도 있음)
특허제도가 가장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분야

의도적 침해가 대부분

우연한 동일보다 의도적 침해가 대부분

증

침해자의 비난가능성 높음

7. 실시료 과적, 홀드업(Hold-up), 록인(Lock in), 스위칭 코스트
(Switching Cost) 등을 고려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앞서 미국의 예에서도 살펴보았거니와 주로 IT나 전기ㆍ전자분야의 표준기술들을 중
439) 조영선, “특허법상 선사용권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제421호(2011),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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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재판실무에서도 합리적
실시료 산정시 이런 점들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ⅰ) 비교 대상이 되는 과거 실시료는 그것 또한 FRAND 실시료 협상
이었거나 적어도 그와 동등한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ⅱ) 종래 기술과 비교되는 특허발명의 장점을 파악할 때도 표준으로 채택
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검토함이 타당하며, ⅲ) 해당 발명의 특허기술 자
체로서의 가치에 집중해야지 해당 기술이 표준이 되었다는 점에도 가치를 부여하면
특허위협(Hold-up)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ⅳ) 아울러 FRAND
하에서 특허권자는 합리적 조건 아래서는 반드시 실시허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ⅴ)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에는 이미 잠금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 실시자에게는 다른 기술을 선택할 여지
가 없어지며 실시료는 해당 발명의 증분 가치와 무관하게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생
긴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ⅵ) 특허발명의 실시가 개시된 이후에 해당 기술이 법
적ㆍ사실적 표준이 되어버리거나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해 다른 기술구성으로 대체하
기 어려워지거나, 실시자가 이미 해당 기술의 실시를 전제로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버
렸다거나 시장에서 네트워크가 고착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기술로 교체하는 경
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적
절히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과 관련해서는, ⅰ) 문제가 된 표준기술이 전체 표준
기술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중요도나 위상을 고려해서 손해액 산정에 비례적으로 반영
해야 하고, ⅱ) 실시료를 누적 산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상한선은 침해품의 매출을
통해 침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무
에서는 실시료 과적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복수의 특허에 대해 패키지로 실시계약
을 체결하면서 ① 일종의 실시료 총액 상한선(Cap)을 설정하여 추가적 실시계약이 필
요해지면 위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술들에 대한 실시료율을 비례적
으로 낮춘다든지, ② 복수의 기술에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다른 기술에 대
해 추가 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실시료를 낮추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술
에 감축 하한선(Floor)를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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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거래상 실시료

Ⅰ. 서

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상 실시료를 그대로 합리적 실시료로 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
가 있지만, 거래상 실시료가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
실 또한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분야별 거래상 실시료의 현황, 실시계약 유
형별 실시료율, 실시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객관적 자료를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재판 실무의 자료로서 중요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 가운데 이런 국내의 실
시료 관련 실증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활용하는 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법원들도 오래전부터 실시료 실증조사 자료들을 판결에 명시적으로
인용해 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에서 최근의 국내 실증자료들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각 산업분야별 거래상 실시료의 현황, 실시계약 유형별 실시료율, 실시
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실시계약의 실태와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의 고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발주에 의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국내 기업ㆍ
공공기관ㆍ대학ㆍ개인이 체결한 총 1,053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시권 계
약440)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
태조사: 이하 ‘지재연 보고서’라고 약칭한다)에 의하면, 국내의 실시계약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다.441) 이 자료를 근거로 실시료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

440) 조사에 응하여 자료에 포함된 기업은 총 703개라고 한다(지재연 보고서 요약문 ⅳ면).
441) 다만, 국내의 경우 특허기술 거래 건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거래정보가 소관부처 별로 분산되고 체계적
인 DB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여 국내 산업별 로열티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일반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몇몇 민간의 기술중개 기업에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해외
로열티 DB 운영업체에서 구매한 사례가 많아 국내의 상황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한다(지재연
보고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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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시권의 유형 (전용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합리적 실시료 책정 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실시계약이 주도적으로 행해
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실시권의 강도는 ‘전용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의 순서인데, 많은 경우 이는 실시료의 크기와 비례
하므로 결국 침해를 이유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해당 산업분야에서 주로 어떤
형태의 실시계약이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은 의미가 크다. 산업분류별 구체적 지표
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442)
전용실시권
산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

업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100.0

0

0.0

0

가구 제조업

19

95.0

1

5.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

82.6

4

17.4

0

식료품 제조업

8

80.0

2

20.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8

76.0

11

22.0

1

섬유제품 제조업

6

75.0

2

25.0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72.2

5

27.8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68.4

6

31.6

0

전기장비 제조업

31

58.5

22

41.5

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57.1

9

42.9

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3

55.9

22

37.3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

55.2

13

44.8

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3

48.9

23

48.9

1

도매 및 소매업

19

48.7

20

51.3

0

기타 제품 제조업

30

42.9

39

55.7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

35.7

18

64.3

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

12

31.6

24

63.2

2

건설업

90

20.3

348

78.4

6

442) 지재연 보고서, 33-34면 (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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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기간
해당 기술분야에서 설정되는 실시권의 존속기간도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유의미한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실시계약 존속기간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에 비추어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는가는 해당 분야에서 특허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유효 생존기간이 짧거나 특허권의 효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의 실시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 장기간의 실시계약이 체결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T나 SW 분야처럼 기술발전의 보폭이 좁고 개량ㆍ우회발
명이 계속 등장하는 분야는 실시계약도 단기간으로, 제약이나 화학분야처럼 기술발전
의 보폭이 넓고 특허가 막강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는 분야에서는 실시계약도 장기
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이런 이치를 유추할 수 있다. 산업분류별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443)
사례 수(개)

존속기간 기준 (%) 특정기간(%)

무응답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38

23.7

71.1

5.3

건설업

444

44.1

54.7

1.1

도매 및 소매업

39

61.5

38.5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21

28.6

71.4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

75.0

25.0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60.9

39.1

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

78.9

21.1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72.2

27.8

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

58.6

41.4

0.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7

48.9

44.7

6.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
장비제조업

50

52.0

38.0

1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90.0

10.0

0.0

전기장비 제조업

53

56.6

39.6

3.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59

37.3

59.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62.5

37.5

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44.4

44.4

11.1

가구 제조업

20

40.0

60.0

0.0

기타 제품 제조업

70

40.0

58.6

1.4

443) 지재연 보고서, 36-37면 (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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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산

업

평균

건수

산

업

건수

계약기간 (년)

계약기간 (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5

1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업

9

4.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

4

1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4.3

19

4.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

9.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5

9.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7

4.0

15

6.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1

3.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5

6.6

식료품 제조업

6

3.8

가구 제조업

12

6.4

건설업

243

3.6

기타 제품 제조업

41

5.7

전기장비 제조업

21

3.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

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
업

6

3.2

도매 및 소매업

15

4.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2.2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실시료 유형
특허 실시권 설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 형태는 크게 경상실시료(러닝 로얄티)와 정액실
시료로 나눌 수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경살실시료로 체결되는 비율이
83.8%, 정액 실시료로 체결되는 비율이 16.2%로 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
상 실시료와 정액 실시료는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 그 선택은 당사자 간 이해판단과
협상력의 문제로 귀착되겠지만, 산업분야별 혹은 기업의 규모별로 경상실시료와 고정
실시료 중 어느 유형의 실시계약이 더 선호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합리적 실시료
책정에서 유의미하다. 배상 관련 요소의 심리 비중에 있어서, 경상 실시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로열티 베이스나 로열티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고 최대기술
료, 최저기술료 및 선급금444) 등 관련 요소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444) 최저기술료나 최대기술료는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
는 것을 말하며, 최저기술료는 그 하한선, 최대기술료는 그 상한선이 된다. 최저기술료는 기술실시로
인한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시료를 확보하고자, 최대 기술료는 기술실시로 인
한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도 지급 실시료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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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실시료에는 개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1회적으로 반영되는 성격이 강하고 실
시권자 입장에서 초기 자금수요나 상용화의 실패 시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유형별, 산업분류별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례 수(개)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

전 체

948

83.8

16.2

대기업

10

50.0

50.0

중견기업

18

66.7

33.3

중소기업

920

84.3

15.7

대기업

36

100.0

0.0

중견기업

40

85.0

15.0

중소기업

545

84.8

15.2

대학ㆍ공공(연)

136

75.7

24.3

개인

182

82.4

17.6

해외기업

9

88.9

11.1

실시권자 유형

특허권자 유형

당사자 유형별 통계445)에 의하면 대기업이 실시권자일 경우 경상기술료로 계약한 비중
이 50%인 반면 대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는 100%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분류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446)
구분

사례 수(개)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

전 체

948

83.8

16.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

85.7

14.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

32

75.0

25.0

건설업

392

91.1

8.9

도매 및 소매업

39

89.7

1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

88.9

11.1

금융, 보험

5

0.0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92.3

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55.6

44.4

식료품 제조업

10

90.0

10.0

전자는 특허권자 등을 위한, 후자는 실시자를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45) 지재연 보고서, 43면 (표3-12).
446) 지재연 보고서, 45면 (표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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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업

8

62.5

37.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1

81.8

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68.2

3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

94.7

5.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

35.3

64.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

91.7

8.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40

90.0

1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

54.2

45.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70.0

30.0

전기장비 제조업

53

73.6

26.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59

83.1

1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75.0

2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

75.0

25.0

가구 제조업

12

100.0

0.0

기타 제품 제조업

61

91.8

8.2

4. 로열티 베이스 (경상 실시료의 경우)
경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하는 배상액 산정의 경우 로열티 베이스는 실시료율과 더불
어 중추적인 고려요소이다.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산정 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로열
티 베이스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거니와, 재판실무상 고려되어
오고 있는 로열티 베이스의 종류와 비중은 다음과 같이 조사ㆍ분석되고 있다.447)
사례 수
산

매출액

순이익

산출단위 제조원가

계약금

기타

(%)

(%)

업
(개)

(%)

(%)

(%)

(%)

전체

794

72.4

6.4

7.8

6.6

4.0

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
경복원업

24

70.8

0.0

4.2

16.7

4.2

4.2

건설업

357

67.2

7.8

7.8

8.4

5.9

2.8

도매 및 소매업

35

85.7

5.7

8.6

0.0

0.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16

75.0

6.3

12.5

0.0

0.0

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

66.7

12.5

0.0

0.0

20.8

0.0

447) 지재연 보고서, 50면 (표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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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9

88.9

11.1

0.0

0.0

0.0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9

100.0

0.0

0.0

0.0

0.0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

66.7

13.3

0.0

20.0

0.0

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

94.4

0.0

0.0

0.0

0.0

5.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2

77.3

4.5

13.6

0.0

0.0

4.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6

77.8

5.6

11.1

2.8

2.8

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26

61.5

7.7

19.2

7.7

0.0

3.8

전기장비 제조업

39

71.8

7.7

10.3

2.6

7.7

0.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49

79.6

0.0

12.2

0.0

0.0

8.2

가구 제조업

12

75.0

0.0

16.7

8.3

0.0

0.0

기타 제품 제조업

56

76.8

3.6

1.8

12.5

1.8

3.6

5. 실시료율
실시료율의 책정과 적용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계 평균 실시료율을 당사자의 규모, 실시권의 유형,
산업부분별로 조사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① 거래 당사자와 실시권 유형별 통계448)

실시권자 유형

실시권 유형

특허권자 유형

구분

사례 수

실시료율 평균 (%)

전체

774

5.5

대기업

5

2.4

중견기업

9

3.2

중소기업

760

5.5

전용실시권

303

5.2

통상실시권

458

5.6

독점적 통상실시권

13

7.0

대기업

31

4.4

중견기업

35

5.9

중소기업

454

5.8

448) 지재연 보고서, 51면 (표—23).

- 215 -

대학, 공공(연)

100

4.2

개인

149

5.4

해외기업

5

2.6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 실시료율이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으로 형성되고 있는 바, 이는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실시료를 지급하고 기술
을 이용하는 반면 대기업일수록 낮은 실시료에 기술을 실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통계
가 예컨대 ⅰ) 설정자(대기업) - 실시자(대기업), ⅱ) 설정자(대기업) - 실시자(중견기
업), ⅲ) 설정자(대기업) - 실시자(중소기업), ⅳ) 설정자(중견기업)- 실시자(대기업),
ⅴ) 설정자(중견기업) - 실시자(중견기업), ⅵ) 설정자(중견기업) - 실시자(중소기업),
ⅶ) 설정자(중소기업) - 실시자(대기업), ⅷ) 설정자(중소기업) - 실시자(중견기업), ⅸ)
설정자(중소기업) - 실시자(중소기업)과 같은 논리조합의 실시료 구성을 모두 보여주
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이 결과가 대기업이 우월한 협
상력을 이용하여 저렴한 실시료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
신의 기술을 저렴한 실시료로 대기업에 이용허락 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이런
사정은 개별 재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
둘째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전용실시권의 실시료율이 통상실시권의 그것보다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449) 이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계약기간은 평균 5.9년, 통상실시권의 계약기간은 평균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전용
실시권이 훨씬 더 긴 계약기간을 가진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450)
구분

사례 수

실시료율 평균 (%)

전체

774

5.5

기계

92

5.2

건설, 교통

385

5.6

의료

13

4.4

의약

17

3.5

재료, 금속, 자원

61

5.5

전기, 전자

63

3.3

정보, 통신

36

3.7

449)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대상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50) 지재연 보고서, 51면 (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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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7

6.9

에너지, 자원, 원자력

12

5.2

해양 및 항공, 환경, 기초과학,생명공학 및 농림 분야의 평균 실시료율은 비교적 높고, 전
기 및 전자, 가정, 의약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③ 산업분야별 평균 실시료율451)
[자료 1] 지재연 보고서
구분

사례 수

실시료율 평균 (%)

전체

774

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3.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

7.0

건설업

352

6.2

도매 및 소매업

35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5.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

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4.0

식료품 제조업

9

8.1

섬유제품 제조업

5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0

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

5.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4.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0

5.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3

6.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4.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

3.2

전기장비 제조업

38

3.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47

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7.7

451) 지재연 보고서, 52면 (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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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12

1.8

기타 제품 제조업

54

5.1

이에 따르면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이 비교적 높고, 가구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종합정리
지재연 보고서에 나타난 실시료율 지표를 실시권유형, 계약 상대자, 특허기술분류, 업
종분류에 따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452)

452) 지재연 보고서,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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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시료율에 대한 국내, 외의 기타자료들
1. 국내자료
[자료 2]- 정부기관(산자부) 자료

국내의 산업분야별 실시료율 실태를 보여주는 공적 자료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에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중 ‘업종별 로열티 요약 통계’가 있다. 위 자료
는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온라인 검
색, 민간기술거래기관 거래사례, 국내외 판례, 국내외 책자, 기업공시, 국내기업의 해
외 기술거래사례 등으로부터 수집한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 자료 총 873건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453) 구체적인 수치 표는 다음과 같다.454)
업종

자료

평균

최소

하위

Q1

5%

중앙

Q3

값

상위

최대

5%

식료품 제조업

10

3.62

1

1

1.63

2.5

4.5

8.95

10

화학물질 및

63

4.17

1.66

2.24

3

3.84

5

7.45

12.8

79

7.44

3

3.45

5

6

10

14.1

15

8

3.25

2.5

2.5

2.88

3

3.25

4.65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

2.96

2

2

2

2.5

3

5.25

10

1차 금속 제조업/금속

19

4.02

1

1.68

2.5

3

5

9.1

10

127

3.72

1

1.15

2.5

3

5

5.84

22.5

28

3.99

1

1.5

2

4.13

5

7.6

10

48

3.35

1

1.27

2.5

3

3

9.3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

3.4

1

1.2

2

3

5

7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

2.95

1.25

1.5

2

3

3

5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3.86

2

2.28

2.88

4

5

5.14

5.3

기타 제품 제조업

13

4.3

1

1.6

2.5

3

5

10

1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9

4.89

2

2

3

5

7

7

7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45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96면.
454) 법무법인(유한) 다래,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2020.1), 23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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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19

3.27

1

1

1.75

3

5

5

5

114

12.3

1

1.5

3

5

25

30

37

공사업
출판업

8
우편 및 통신업

8

5.81

2.5

3.03

4.75

5

6.25

10

10

컴퓨터프로그래밍,

37

3.77

1.5

2

2.5

3

4

9.2

15

873

5.05

1

1,5

2.5

3

5

15

37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계

[자료 3]

국내의 산업분야별 평균 실시료율에 대한 또 다른 실증 분석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
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하나인 ㈜ 델타텍 코리아가 2012년 발표한 「한국 업종별
실시료율 산출보고서」455)가 있다. 위 조사는 델타텍 코리아사가 보유한 기술이전 사
례 가운데 실시료 정보가 확인되는 총 4,919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456) 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실시료율 평균은 6.0%이고, 평균 로열티율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는 의약품(12.1%)→ 미디어.연예(10.1%)→ 소프트웨어(9.0%)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457)

바
이
오

산업유형

건수

로열티율

화학

258

5.0

인터넷

35

2.4

통신

850

4.0

미디어.연예

58

10.1

에너지.환경

295

4.3

기계.도구

424

4.8

전기.전자

534

3.9

반도체

77

4.1

컴퓨터.사무용기기

53

2.7

소프트웨어

903

9.0

의약품

746

12.1

생명공학

67

5.9

의료기기

199

5.3

화장품

26

4.6

455) 연구원 :기우용(책임), 최민수(선임), 김재중, 조유진, 정진근, 최경진.
456) ㈜ 델타텍 코리아, 「한국 업종별 실시료율 산출보고서」(2012, http://www.kautm.net/data/pds
/%EB%B3%B4%EA%B3%A0%EC%84%9C_%EA%B8%B0%EC%88%A0%EC%8B%A4%EC%8B%9C%E
B%A3%8C%EC%9C%A8_%EB%8D%B8%ED%83%80%ED%85%8D_120412.pdf), 4면.
457) 위 보고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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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51

3.6

기타

343

8.4

전체

(건수) 4,919

(평균) 6.0

[자료 4] 스타밸류 5.0(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458) 로열티율 정보

이 자료는 가장 최근(2019)까지 자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총 표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산

업

건수

평균
로얄티(%)

식료품제조업

22

10.1

음료제조업

4

4

섬유제품 제조업(의류제외)

4

3.5

의복, 의복엑세서리, 모피 제조업

1

5

가죽가방, 신발 제조업

3

3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1

3.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1

3.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6

6

비금속광물 제조업

18

2.6

1차 금속제조업

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

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9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54

3

전기장비 제조업

36

3.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51

3.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7

3.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2.8

가구 제조업

2

5

기타제품 제조업

15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1

458) www.starvalu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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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13

5.6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

4.2

환경정화 및 복원업

7

2

종합건설업

9

3.9

전문직별 공사업

28

3.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3

소매업(자동차 제외)

4

4.3

출판업

18

5.5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3

방송업

1

30

우편, 통신업

1

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

1.7

정보서비스업

9

8.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

15

연구개발업

2

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7.7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

3

사업지원 서비스업

1

3

보건업

4

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

1.5

537

(평균 4.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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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자료459)
미국(2007)460)

산업

독일 (2008)461)

실시료 평균(%)

산업

실시료 평균(%)

화학

4.8

식품

4

의료, 바이오

7.7

건설

2.9

일반기계

5.3

석탄

4.8

자동차

4.8

의약, 바이오

5.9

의료기계

5.8

화학

2.7

전자기기

4.4

전기기계

4.2

반도체

5.1

전자기계

4.1

PC, OA기기

5.3

자동차

3.4

소프트웨어

11.6

반도체

2

식품가공

3.9

금속

3

소매, 레저

6

플라스틱

2.7

통신서비스

5.5

일반기계

3

인터넷

13.5

의료기기

4

미디어, 오락

12.7

통신

3.3

에너지, 환경

5.3

섬유

6

총 조사 건수: 3.015

459) 출처: 日本 特許廳,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関する実態把握-」(2010))
460) AUS consulting, Licensing Economic Review, Table1, page 6, December 2007(위 보고서
94면에서 재인용).
461) Michale Groß,Oswald Rohrer.Lizengebühren 2.Aufage,Frankfurt am Main,Verlag Recht
und WirtschaftGmbH,2008,ISBN978-3-8005-1468-7, pages 92 to 97 (위 보고서 95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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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9)462)

산업

실시료 평균

농업

3.0

식료품, 담배

3.8

개인용품, 가정용품

3.5

건강, 인명구조, 오락

5.3

분리, 혼합

3.2

성형

3.4

인쇄

3.3

운수

3.7

마이크로 구조기술, 나노기술

4.1

화학

4.3

야금

3.2

섬유

3.3

종이

3.2

건조물

3.8

채광(採鑛)

1.8

기계, 펌프

3.1

공학일반

3.3

조명, 가열

3.9

무기, 폭파
기계

3.5

원자핵 공학

2.5

전기

2.9

컴퓨터 기술

3.1

정밀기계

3.5

바이오, 제약

6

총 조사 건수: 680

462) 위 보고서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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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개별 실시료 산출

Ⅰ. 서 론
거래계에서 조사되는 실시료는 표본의 제한은 물론, 실시료 자체가 중요한 영업비밀
이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
시료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술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
스스로 개별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거래상 실시료 액을 산출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필요
하다. 미국에서의 분석적 접근법이 그러하고, 일본에서도 최근 이런 제안이 유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기
도 하나, 아직 그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는 제한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는 이런 접근법이 보완적으로라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기술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법령에 근거해 인
정된 기술평가기관만 26개, 기술 거래기관은 총 133개에 이르는 등 특허를 포함한 산
업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실무적ㆍ정책적 주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
실시료 배상을 포함한 재판 과정에서도 종래 기존의 실시계약 선례 등 ‘시장 접근법’
에 근거한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와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실시료 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발명에 대한 기술가
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실시료를 산출하는 방식과 다양한 고려요소 등을 아울러 소개
하기로 한다.

1. 기술가치평가의 현황과 합리적 실시료 손해 산정에 도입 가능성 모색
관련 기술분야에서 조사된 일반적 실시료율 등을 근거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과 별개로, 문제가 된 기술에 대한 개별적 가치평가를 통해 합리적 실시료의 출
발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기술거래나 담보금융 등의 목적으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나 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술보증기금법」,「발명진흥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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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이 기술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평가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
다. 2019년 10월 현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35조를 근거로
국가에 의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구들은 아래 표와 같다.463)
지정 기관

지정년도

지정 기관

지정년도

1

기술보증기금

2001년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4년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년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4년

3

한국산업은행

2001년

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년

4

한국발명진흥회

2001년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년

5

전자부품연구원

2002년

18

NICE 평가정보㈜

2016년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년

19

㈜윕스

2016년

7

국방기술품질원

2008년

20

특허법인 다래

2017년

8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년

21

특허법인 다나

2017년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년

22

이크레더블

2018년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년

23

특허법인 도담

2018년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년

24

한국기업데이터(주)

2018년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4년

25

㈜나이스디앤비

2018년

13

한국기계연구원

2014년

2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9년

나아가 위 각 기술평가기관의 2016~2018년 기준 기술가치평가 건수와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464)
지정
기관명

기관유형
연도

연도별 기술평가 실적(건수)
2016

2017

2018

1

기술보증기금

준정부기관

2001.4.

12,742

13,049

6,336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준정부기관

2001.4.

45

11

10

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2001.9.

10

16

10

4

한국발명진흥회

기타공공기관

2001.9.

194

197

199

5

전자부품연구원

전문연구소

2002.12.

10

10

10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02.12.

33

47

29

7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2008.7.

67

68

41

8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

2008.7.

15

16

16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준정부기관

2010.6.

91

72

9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준정부기관

2015.4.

79

73

41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14.6.

9

10

6

12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14.6.

11

10

6

463) 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ㆍ정책보고서 제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12), 28면.
464) 표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위 보고서,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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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14.6.

9

7

5

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14.6.

7

11

4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14.6.

13

17

5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기관

2016.12.

-

12

16

17

NICE 평가정보

민간기업

2016.12.

-

346

653

18

㈜윕스

민간기업

2016.12.

-

10

55

19

특허법인 다래

민간기업

2017.9.

-

-

27

20

특허법인 다나

민간기업

2017.9.

-

-

13

21

이크레더블

민간기업

2018.1.

-

-

16

22

특허법인 도담

민간기업

2018.10.

-

-

-

23

한국기업데이터(주)

민간기업

2018.12.

-

-

-

24

㈜나이스디앤비

민간기업

2018.12.

-

-

-

2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기관

2019.1.

-

-

-

13,335

13,982

7,594

합계

이처럼 국내 거래계에서 다양한 기관에 의해 많은 기술가치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개별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과 시스템이 개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기술가치평가의 방법론을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손해 산정에 적절하게 도입, 활용하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기술가치평가에서의 ‘기술가치’란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종료되는 시
점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을 의미하는바, 평가의 기준시점을 해당 기술에 대한
침해 시 혹은 침해가 발생한 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평가된 특허발명의 기술가
치는 침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산정에 유의미한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2. 한계와 유의점
다만, 개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는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가치평가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이다. 현행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를
분석한 최근의 국회 입법조사 보고서는, ①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평가와 관련된 기반
과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주도형으로 단기간에 제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기술가
치 산정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이 낮고, 평가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또한 낮다는 점, ②
그간 기술평가 시장이 주로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온바, 그로 인해 산업현장
내지 시장의 현실과 일부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 ③ 기술평가 주체를 민간영역으로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 군소 웹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객관적 가치평가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발생한 점, ④ 아직 전문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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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력 있는 감정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465)
둘째, 침해소송에서의 실시료 상당 배상액 산정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1) 소송에서 해당 기술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 ‘실시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침해배상으로서의 합리
적 실시료는 권리의 법적 강약(强弱), 침해의 경위나 당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규범적 금액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사인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최종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액을 기초로 하되,
위에서 검토된 제반 요소들은 이때도 모두 반영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기술가
치평가에 근거한 실시료액은 기존 방식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래상 실시료’ 나 ‘당사
자 간 이미 산정되었던 실시료’에 대한 대체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고
할 만한 거래상 실시료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든지, 당사자 간에 실시계약
예가 없다거나 해당 사안에 적용하지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때 그러하다.
(2) 아울러, 소송에서 특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게 되더라도, 예컨
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
내는 것처럼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다수의 웹기반 플랫폼들이
이런 형태의 기술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466) 앞서 본 기술가치 평가제도
의 한계를 감안하면 개별사건에서는 이에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고 감정인
이나 기술가치 평가에 관련되는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할 것
이다.

Ⅱ. 기술가치 평가의 모델
이상과 같은 제한적 요소가 따르기는 하지만 기술가치 평가모델을 지금보다 활발히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가치 평가 모델과 그 내
465) 국회 입법조사처 위 보고서, 41-66면.
466) 대표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는 온라인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인 「스타밸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고 있으며
(https://starvalue.or.kr) 이용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분석모델 중 하나 이상을 택하여 해당 기술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평가된 기술가치 금액
이 소송에 직접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래상 실시료 관련 자료는 이미 소
송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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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유형별로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 깊이와 영역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
는 것은 보고서의 성격상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법관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
소송상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델의 기본적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467)

1. 수익접근법 모델
수익접근법은 대상 기술이 경제적 수명을 가지는 동안 기술을 사업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추정하는 접근법이며, 이는 다시 현금흐름 할인 모델, 실물
옵션 모델,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 등으로 세분화 된다.

가. 현금흐름 할인 모델
수익접근법의 대표적 모델로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해당 기술의 기여도를 반영
함으로써 기술의 최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 할인모델은 일반 투자자산
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468) 현금흐름 할인모델에서는 대상 기술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이익 추정을 위해, 예상 수익기간, 소요 자본, 원가분석, 할인율 등의 추정이
필요하고, 이런 추정을 기반으로 기술의 사업가치를 산정한 후, 기술기여도를 반영하
여 최종적 기술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대상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현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직접 추정하는 방법, ② 유사기
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③ 동종 업종 평균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
법, 그리고 ④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469)
(1) 산정 방법
현금흐름 모델의 가치평가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가치 평가액 = 기술의 사업가치 × 현가계수 × 기술기여도


 

 

   

V=   × T.F.
467) 아래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7. 12)와,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291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468) 최지선, 앞의 책, 300면.
469)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7. 1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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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가치 평가액
T: 수익 발생기간(기술의 경제적 수명)
r: 할인율
T.F.: 기술 기여도
FCFt: 해당 기술제품의 t 시점의 잉여 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 – 순운
전 자본증감

(2) 변형된 제안과 검토
한편, 현금흐름할인 모델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하여, ‘침해자 이익의 산정은 과거의 특정기간 동안 침해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산정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수익을 추정하는 기술가치평가 모델과는 대조를 이루므로
평가시점(소 제기 연도 기준)을 기준으로 현가화를 한다면 할인이 아닌 할증이 필요하
다. 할인율은 장래의 예상수익의 경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여러 내ㆍ외적인 위험부
담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해 줄 필요성 때문에 고려하는 것인데,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의 산정은 이미 과거에 확정적으로 창출된 수익이기 때문에 위험요
소의 고려라는 면에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각 연도별로 산출된 손
해액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무위험 채권이자율 등 이자율 자료를 사용해 할증
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470) 나아가 위 견해는 이에 근거하여 현금할인 모
델의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것을 제안한다(이하 ‘변형제안’이라고 한다).471)


(손해배상액의 할증율 적용시) V=

     

 





  

×  

V: 최종 기술가치평가액
T: 침해기간
r: 무위험 이자율
T.F.: 기술기여도

그러나 ①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침해기간 동안
470) 최지선, 앞의 책, 341-342면.
471) 최지선, 앞츼 책,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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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액의 가치로 평가되는 권리자의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침해자가 과연 그
가치의 몇 %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했어야 마땅한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점, ②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기간동안 해당 특허발명의 객관적 가치를 현가하는 것이지, 그 기간동안 침해자가 얻
은 이익의 총합을 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침해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도 해
당 특허발명은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미래가치는 감소하는 것이 경험칙이어서
그 가치를 현가하는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④ 침해기간 동
안 특허권은 여전히 유ㆍ무효, 실시행위의 권리범위 속부 등이 불확정인 상태이고472)
실시계약의 체결을 상정하더라도, 실시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였다는 점, ⑤ 결국 이런 불확실성까지 감안하여 특허발명의 가치를 현
가한 뒤 이를 개별사건에서 ‘통계상의 실시료액’ 대신 활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관한 한, 변형제안의 접근법은 동의하기 어렵다.
(3) 기술기여도(T.F.) 문제
기술기여도란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관여된 자산 가운데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을 말한다. 연혁적으로는 Dow Chemical사에서 지적자본의 측정, 특히 특허의 판매
및 관리에 실제 응용하여 실용성을 인정받은 연구방법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순 현재
가치(NPV)에 기술요소(technology factor)라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473)
유의할 점은, 이는 개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해당 특허기술이 침해로 인
한 침해자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기여율’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 자체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데 고려되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술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고 있다.474)
① 직접 추정방법: 대상기술이 사업가치에서 기여하는 바를 제품의 기술비중, 원가비
중 등 인지 가능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있는 경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직접 추정
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평가자가 기술기여도를 직접 추정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와
추정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② 기술요소 방법: 기업에게 있어 무형의 자산가치는 기술요소·인적요소·시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중 기술요소)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기술요소

(Idustry Factor)와 개별기술의 특성을 평가하는 개별기술강도(Technology Rating)
472) 이는 침해소송에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47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84면.
47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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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 방법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
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실무상 활용되기 좋은 접근법이라 할 것이다.
기술요소법 상 「기술기여도(T.F.)」 = 산업기술요소 지수 × 개별 기술강도 지수
결국 문제는 ‘산업기술요소’와 ‘개별기술강도’의 수치 내지 추이인데, 예컨대, 산업통
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475)
[산업기술요소]
최대무형자산

표준산업분류 코드

1)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F41 종합 건설업
F42 전문직별 공사업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49~52(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창고업
47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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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비율
67.53%
70.04%
54.69%
70.21%
54.69%
54.69%
58.71%
54.69%
54.69%
72.64%
74.08%
57.07%
66.72%
59.41%
56.36%
65.16%
74.08%
62.37%
68.46%
54.69%
64.50%
54.69%
54.69%
44.46%
44.46%
44.46%
44.46%
51.76%
71.79%
44.46%
79.64%
71.02%
58.05%

기술자산
2)

비율
76.64%
45.94%
64.79%
58.66%
58.83%
58.83%
54.80%
58.83%
58.83%
76.00%
94.14%
79.33%
59.07%
100.00%
99.05%
91.95%
89.76%
68.20%
93.93%
61.59%
100.00%
58.83%
58.83%
83.92%
83.92%
83.92%
83.92%
72.08%
70.13%
83.92%
73.55%
99.28%
64.27%

산업기술
요소3)
51.75%
32.17%
35.44%
41.18%
32.17%*
32.17%*
32.17%*
32.17%*
32.17%*
55.21%
69.73%
45.27%
39.41%
69.73%
55.83%
59.91%
66.49%
42.53%
64.31%
33.68%
68.69%
32.17%*
32.17%*
37.31%**
37.31%**
37.31%**
37.31%**
37.31%**
50.35%
37.31%**
58.58%
70.51%
37.31%**

J581
J582
J59
J60
J61
J62
J63
M70
M71
M72
M73
N74
N75
P85
기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업종*

44.46%
77.89%
72.55%
65.88%
65.82%
66.14%
82.89%
82.89%
67.85%
73.45%
44.46%
44.46%
71.85%
73.15%
44.46%

83.92%
86.98%
65.99%
56.64%
80.19%
96.87%
85.79%
88.42%
85.15%
77.57%
83.92%
83.92%
82.81%
77.50%
83.92%

37.31%**
67.75%
47.87%
37.31%**
52.78%
64.07%
71.11%
73.29%
57.77%
56.97%
37.31%**
37.31%**
59.50%
56.69%
37.31%**

[개별 기술강도 지수]
개별 기술강도 지수는 산업별 기술요소와 달리 개별 기술에 따라 평가, 판단될 수 밖
에 없는바, 이는 필요 사항들에 대한 수치부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최지
선, 앞의 책은 다음과 같은 지수표를 제시하고 있다.476)
① 개별 기술강도 기술성 평가표
구분
1

기술성 지표
혁 신 성

내용
혁신성은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Revolutionary(혁신기술),
Major Improvement(주요 개량기술), Minor Improvement(보통 개
량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될 경우 어떤
수준의 제품생산이 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파 급 성

파급성은 평가대상기술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시장 및 제품을
조사하고, 평가대상기술이 향후 타제품 및 시장으로 확장 적용
가능성(기술의 폭과 깊이)을 평가하는 것이다.

3

활 용 성

활용성은 평가대상기술(제품)을 도입한 자(기술사용자)의 사업전
략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술이거나 현재의 사업전략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4

전 망 성

전망성은 관련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방법이 어느 정도로 진행
(활발하면 본 기술제품시장은 성장기라 할 수 있음)되고 있는가
를 평가하는 것이다.

5

차별성

차별성은 기술의 사업적 우위성(기술제품의 경쟁력)측면에서 유

(독창성)

사기술 또는 경쟁기술에 비해, 차별성 특성(가격프리미엄, 품질,

476) 최지선, 앞의 책, 306-307면(스타밸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가공한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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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편의성 등)은 어떤 것이 있고 그 특성들은 사업적 우위
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6

대 체 성

대체성은 평가대상기술을 대체할 경쟁(유사)기술의 존재여부 및
출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술의 경쟁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7

모방용이성

모방용이성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함으로 인해 기술보유자
만이 전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방이 쉬운가를 평가한다.

8

진부화 가능성

진부화 가능성은 평가대상기술이 기술수명주기의 견지에서 낙

(기술수명)
9

후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권리범위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넓은지, 특허청구 범위의 보호강도를 평가
하는 것이다.

10

권리 안정성

권리의 안정성은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무효심판 제기가능성,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을 고
려) 여부를 평가하는 것

② 개별기술강도 사업성 평가표
구
분

사업성 지표

1

수요성

내

용

수요성은 평가대상 기술이 특정 시장에서 경기변동과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여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2

시장진입성

시장진입성은 신규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진
입장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3

생산용이성

생산 용이성은 생산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하는 것이다.

4

시장점유율
영향

시장점유율 영향은 평가대상기술제품의 시장진입으로 경쟁
자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
다.

5

경제적 수명

경제적 수명은 사업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제품의 경제적
수명 길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6

매출성장성

매출성장성은 기술제품의 미래 매출에 대한 성장성과 지속
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7

파생적 매출

파생적 매출은 기술도입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
향으로 타 사업분야에서의 파생적 매출발생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8

9

상용화
요구시간

상용화 요구시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완전히 상용화 단계까

상용화
소요자본

상용화 소요자본 규모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소요

지 요구되는 추가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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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10

영업이익성

영업이익이란 매출에서 매출(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
감한 것이며,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이익이 없으면 사업적
가치가 없는 기술인 바, 영업이익률을 평가하는 것이다.

나. 실물옵션 모델
실물옵션 모델은 현금흐름 할인 모델에 실물 옵션에 대한 ‘블랙 숄즈 방정식
(Black-Scholes Equation)을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술가치를 산
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모델은 지나치게 직관적이라거나, 실제보다 비
현실적으로 높은 가치평가를 유도하는 수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477) 해당 모델에
의해 최종 기술가치 평가액(V0)을 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478)


Vo=    ×



× T.F.] - [    × 

  

 





 
]


Vo: 최종 기술가치평가액, T: 수익발생기간(기술의 경제적 수명), r: 할인율,
T.F.: 기술기여도
∈           
  
 



      


Vd: 기술기여이익의 현재가치, X: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개발비
용 및 적용비용, r: 무위험이자율, T: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상업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간. σ: 기대이익의 변동성, N(d): 표준정규분포의 d보다 적은 편차
가 발생할 확률(누적확률)

다.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
이는 미래창조 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자산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훙원
이 주관기관 및 기술보증기금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개발한 모형으로서, 산정법 자체
는 현금흐름 할인법과 동일하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한 9개 소프트웨어 기술 범주
의 경제적수명과 표준재무비율을 이용하고, 3개 소프트웨어산업 범주의 고유한 할인
477) 박현우, “제약분야 기술거래의 로녈티 결정구조와 요인”, 기술혁신 확회지 제10권 제3호(2007),
410면.
478) 최지선, 앞의 책, 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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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기술기여도(산업기술요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
치를 산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산정공식은 현금흐름할인 모델과 동
일하다.479)

2. 시장 접근법 모델
가. 거래사례 비교법
이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 가운데 대상 기술과 유사한 것을 찾아낸
뒤 대상 기술의 실시 조건을 적용하여 적정 실시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상기술의 속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기술의 거래사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즉 거래조건, 기술의 차별성(속성),
기술의 완성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비롯하여 기술 활용 분야 및 지리적 영향
범위 등과 같은 비교정보가 필요하다.480) 모델의 적용 과정은, 비교대상 거래를 선별
하는 단계와 이를 분석하여 조정계수인 가격배수(price multiples)를 설정ㆍ적용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질에 있어 제1절에서 다룬 ‘거래상 실시료’
통계치를 참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실제로 거래상 실시료 통계를 담고 있는
지재연 보고서 역시 해당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가 ‘시장접근법에 기초한 기술가치
평가에 유용한 실증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481)

나. 로열티 공제법
이는 대상 기술과 유사한 기술 시장에서 실시료율을 참조하여 평가대상 기술의 실시
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시료란 결국, 당해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의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여,
해당 발명의 기술가치를 ‘로열티 절감으로 인한 소득을 자본화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로열티 공제법에 따른 기술가치는 평가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주기 동안 벌
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한 뒤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값을
현가하여 얻어진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482)


Vr=

 ×   


   

 



479) 최지선, 앞의 책, 302면.
480)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35면.
481) 지재연 보고서, 4면.
482) 최지선, 앞의 책, 311면.

- 237 -

Vr: 기술가치, T: 수익예상기간(기술의 경제적 수명), St: t기의 매출액, r: 할인
율, R: 로열티율, C : 법인세

그러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초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가치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적정 실시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논리 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로열티 공제법은 다른 영역에서의
기술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유용할 수 있어도 적어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산정 과정
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 경험칙 방법(Rule of Thumb)
종래 기술거래에 의해 창출된 이익의 25%는 기술판매자의 몫으로, 75%는 기술도입
자의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경험칙임을 전제로 하는 평가법이다. 다만, 이런 경험칙의
존재를 모든 기술분야에서 합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앞서 본 대
로 2011년 미국 CAFC 역시 합리적 실시료 배상 기준과 관련하여 이런 경험칙의 적
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으며, 일본의 판결례 역시 이미 그 전부터 같은 태도를 취하
고 있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비용 접근법 (원가 접근법) 모델
이는 대상 기술의 개발에 소요된 모든 원가요소에 기술의 진부화율을 차감하여 기술
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대체기술을 개발
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483) 전통적인 대
체원가법은 기술 보유자의 내부정보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이 방법은 평가 대상기술의
대체원가를 잘 보여주는 외부 자료로부터 추정치를 제공받게 된다. 당연히 그 결과의
신뢰도는 대체원가를 추단하게 하는 자료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바, 현재의 실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NTIS)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바, NTIS에는 모든 기술분야
에 대하여 국가 자금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비 등의 정
보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484)
한편, 원가접근법은 과거에 지출된 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미래수익의 잠재력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체기술이 있거나 미성숙한 기술가치에

483) 최지선, 앞의 책, 314면.
484) 최지선, 앞의 책,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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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된다고도 한다.485)

4. 정

리

이상에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허발명의 가치를 ‘기술가치 평가 방법’
의 도움을 받아 산출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기술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다양한
모델이 제시ㆍ활용되고 있으나, 앞서 본대로 시장접근법 가운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상 실시료율’을 참작하는 기존의 방식과 큰 차별성을 갖지 않는 점에서, 로열티
공제법은 일종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이라는 목적과 일종의 순환논법에 빠지는 문제가
있고, 비용접근법(원가 접근법), 수익접근법 가운데 실물옵션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가
치평가 모델 역시 활용 제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의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허발명의 가치
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 할인 모델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액 =
기술의 사업가치 × 현가계수 × 기술기여도」의 기초 산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특허 침해소송 상 손해액 산정 실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그룹도 「산업기술요소 × 개별기술강도 × IP 비중」의 산식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IP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486)

Ⅲ 침해자의 실제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1. 근래 등장하는 주장
특허 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과 관련하여 근래 대두되는 또 다른 입장으로
서,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구체적 이익을 기초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해야 한
다는 것이 있다.

가. 일본 실무자 그룹의 최근 보고서
일본 변리사회와 변호사회가 연합하여 1998년 설립한 지적재산권 ADR 기구인 「지적
재산 중재 센터(知的財産仲裁センタ-)」의 2018년 보고서는,487) 배상액으로서의 합리
48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42면.
486) 특허법원,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한 공개세미나 자료집」(2019. 1), 77면.
487)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実施料判定プロジェクトチーム 硏究報告書, 「特許権等の実施料相当額算
定手法について」,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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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시료란 결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가운데 합리적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되
돌리는 작업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가운데 해
당 특허발명이 기여한 비율이 상한선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의 산정, ② 해당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특징적 부분의
추출, ③ 해당 부분이 침해자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의 판단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
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488)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계이익액의 산정
소송실무 상 재무제표에 기해 제조원가,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침해품 판매
수량, 판매금액, 재료비 등 필요한 사항이 소송지휘에 의한 당사자의 협조나 문서제출
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에 의해 상당부분 확보가능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문가 감
정 등을 통해 구 수치 또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침해자 이익을 기초로 하는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한다. 이때
침해자의 이익은 한계이익 즉, 제품 1개(혹은 방법 1회)의 생산으로 인해 추가로 얻어
지는 이익489)을 의미하며, 회계상 총 영업이익은 손실(-)에 해당하더라도 한계이익은
존재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손해배상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한계이익을 근거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490) 아울러, 이는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권리자의 단
위당 이익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일본 특허
법 제102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도 마찬가지라고도 한다.491)
(2) 발명의 특징적 부분 추출
이는 발명의 경제적 가치나 고객 흡입력, 권리범위의 넓고 좁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특허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선행기
술과 차별되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로
는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이나,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진보성 흠결의 항변을 한데 대한 원고의 대응 내용 등에 이런 특징적 부분에 대한 설
명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고 한다.492)
(3)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기한 기여도

488) 위 보고서, 17-18면.
489) 기간 매상고로부터 변동제조원가, 변동판매비, 변동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90) 위 보고서, 18면.
491) 위 보고서, 21면.
492) 위 보고서,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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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추출한 기술적 특징이 경제적 측면에서 공헌하는 정도를 계량화하는 단계
이다. 주로 고객 흡입력을 내용으로 하며, 시장에서 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고객
수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가치가 뛰어난 발명이라고 해도 그것이 고객흡입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
도 있고, 반대로 기술적 가치에는 작은 진전만 있음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크게 제품
수요를 창출하는 수도 있으므로 2) 외에 3)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93)

이 입장에서도 그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임은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102조 제1, 2항(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 4항)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시 고려되는 추정 복멸사유로서의 기여율과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
면 된다고 한다. 증명책임에 있어서도 원칙상 1) 내지 3)의 사유 모두를 권리자가 주
장, 증명해야 할 것이지만, 기여도에 해당하는 3)에 관한 자료는 권리자보다 침해자에
게 존재하는 수가 많으므로 특허발명 이외에 자기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사유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494)

나. 국내에서의 주장
국내에서도 일부 이와 유사한 주장이 보인다.495) 이는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세후의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결국 사용
자가 직무발명 관련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직무발명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시료율은 곧 「이익율 × 기술기여계수」이며, ‘사용
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상 실시료율이 아닌 사용자의 특정 이익률을 반
영해야 한다’고 한다.496)
이 주장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장에서 실시료(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가 직무발명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실시료(율)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출발점의 차이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①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판례와 재판실무가 「매출액 × 이익률」이라는 원안 대신 「매출액 × (통계적) 실
시료율」이라는 차선(次善)을 택하는 이유는, ⅰ) 개별 사건에서 사용자의 이익률은 대
개 중요한 영업비밀이어서 종업원이 이를 주장, 증명하기가 곤란하고, ⅱ) 경험칙상
특정 기술에 대한 실시료율은 실시자의 이익률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497) 결국 후
자 대신 비교적 주장, 증명이 용이한 전자를 택함으로써 종업원의 증명부담을 덜어주
493) 위 보고서, 22면.
494) 위 보고서, 24면.
495) 정차호, 황성필, “직무발명의 실시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 회계상 적자인 경우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산업재산권 제64호(2020. 7), 179면 이하.
496) 정차호, 황성필, 위 논문, 196면 이하.
497)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2018), 213-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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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잉보상의 우려를 피하려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점, ② 판례가498) “사
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 비
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 비
용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ⅰ)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채무는 직무발명 승
계 시를 기준으로 성립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승계라는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반
대급부로 보상금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며, ⅱ) 다만 승계
이후 시장상황이 변화하여 실시로 인한 이익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넘지 못하는 등
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주장 ․ 증명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한도에서
는 보상금 지급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야 함에도499) ‘해당 판례가 사용자에게
회계상 이익이 없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설시이다’라고
하는 점,500) 이런 논리를 관철하게 되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소송에서 종업원
이 사용자의 회계상 이익의 존재까지 증명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사용자 보호에 기울
어 부당한 점, ③ 통계치로서의 실시료율과 통계치로서의 이익률을 비교하면 일반적
으로 후자가 더 신뢰성이 높으므로 실시료율 통계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이익률 통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익률에 기술기여계수로 25%를 곱
해 실시료율에 갈음할 것 등을 제안하나,501) ⅰ) 회계상 총 영업이익은 손실에 해당
하더라도 한계이익은 존재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손해배상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서는 한계이익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인데, 국세청 통계인 기술분야별 이익률은 한계이
익과 무관한 것이고, ⅱ) 기술기여계수로서 25%를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경험
칙이며, 이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판례를 통해 배척되어 오고 있으므로 부당하
다는 점, ⅲ) 그나마 기술기여계수 25%는 앞서 본 기술가치평가의 시장접근법 모델
중 하나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개별 사건에서 창출된 수익 가운데 해당 특
허발명이 차지하는 기술적 기여분(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과는 다르다는 점 등이 그
러하다.
다만, 이러한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 「실시료율 = 이익률 × 기술기여계수」라고 하는
진술하는 것은 위 (1)에서 침해자의 「한계이익액」을 인정한 뒤 「발명의 특징적 부분」
을 추출하여 이를 비율로 반영하자는 주장과 모양이 흡사하고, 결과적으로 통계상 인
정되는 거래상 실시료율을 대신 침해자의 개별적 이익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도 일
견 유사하다.

49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499) 조영선, 앞의 책, 213-217면.
500) 정차호, 황성필, 위 논문, 213면 이하.
501) 정차호, 황성필, 위 논문,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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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와 한계점
(1)의 입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종래 「로열티 베이스 × 실시료율」을 통해 합리
적 실시료를 산출하는 틀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이
미 로열티베이스를 매출액 대신 침해자의 이익액 내지 한계이익액으로 삼는 재판례도
나오고 있거니와, 「매출액」을 로열티 베이스로 출발하더라도 거기에 곱해지는 실시료
율을 산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결국 (1)의 입장에 따른 결론과 같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이란 결국 그 실시로 인한
이익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양자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연동되기 마련이
고, 종래 기준에 의하더라도 로열티 베이스에 곱해지는 실시료율에 대한 산정요소로
‘침해자 이익규모’가 이미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고려사항

종래의
방법

(1)의 방법

매출액 × 실시료율 (침해자의 이익,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차지하는 비중, 고객 흡입력을 포함한 매출에의 기여
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침해자
한계이익

합리적
실시료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의 기여율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결국 (1)의 방법은 종래 방법 가운데 「매출액 × 실시료율」의 「매출액」 부분을 「매출
액 × 한계이익율」로 치환하고, 종래 실시료율 인정 시 고려되던 사항 가운데 「침해품
에서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기술적, 경제적)」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 실시료를 산
정하자는 제안 정도로 위상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의 입장은 합리적 실시료 산정시 ⅰ) 만연히 ‘거래상 실시료’ 기준에 안주하
는 대신 개별 사건에서 침해자의 (한계) 이익률을 심리하여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을 설득하고 있는 점과, ⅱ) 거래에서 실시료율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자가 해당 발명
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 고객흡입력을 좌우하는 부분에 있으며, 양자는 반드
시 같지 않을 수 있음을 환기한 데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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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현행 합리적 실시료 배상 조문의 수정
필요성

Ⅰ. 현행 조문과 문제점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배상규정과, 복합산정의 근거가 되는 제
2항에는 입법기술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제128조 제5항
가. 동어반복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

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명백히 동어반복을 이루기 때문
에, 입법기술상 부적절하다.

나. 실시료에 대한 지칭 누락
제5항은 입법의도 상 명백히 실시료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상정하고 있음에도,
정작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것의 실질이 ‘실시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 추측컨대 이는 과거 ‘통상 실시료’라는 표현이 거래상
실시료를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여져 왔고, 이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개정 전 법문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던 사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실시료’라는 용어를 배제한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하며, 차라리 여기서의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별개의 항에서 명백히 해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엄밀히 말하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일실 판매이익’도 포함
되므로 이런 자신감 없는 입법태도는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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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5항의 해당 부분은 차라리,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다. 합리적 실시료의 실질에 대한 정의 누락
제5항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

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라는 문구는 단지 개정 전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문구를 대신할 뿐, 실
제로 합리적 실시료의 실질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리적’인지에 대
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합리적 실시료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 보다
가깝게는 대법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①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②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
용, ③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④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
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⑤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⑥ 특허권자의 특허발
명 이용 형태, ⑦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⑧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 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기반으로 적절
한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 특허법 제102조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실
시료를 기반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 규정을 제3항과 제4항을 쪼개어, “③ 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
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에 대해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과의 사이에 합의한다면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얻게 되는 그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부분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에 상응하는 문구인
데,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4항은 ㉠의 금액을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산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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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시료 상당 손해액이 침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거래상 실시료가 아니라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실시형태가 그 권
리범위에 속함이 확정된 것(침해가 성립함)을 전제로 책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이런 점은 향후 우리 특허법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에도 반영됨이 합당한데, 예컨
대 별도의 항이나 ⑤-1과 같은 가지항을 두어 “제⑤항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특허발명의 가치, 보호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실시료, 당사자의 실시형
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유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이 침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거래
상 실시료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128조와 일본 특허법 제102조 해당부분의 대비]

우리 특허법 제128조

일본 특허법 제102조

③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특허발명
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 및 전항에 규정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에 대해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과의 사이에
합의한다면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얻게 되는 그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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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8조 제2항
합리적 실시료의 복합산정 근거가 되는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역시 법문이 불
필요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향후 이를 적절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제128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
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가. 제1호
제1호의 취지는, 「ⓐ 침해자의 양도수량 × ⓑ 권리자 특허물건의 단위당 이익액 = 손
해액」으로 취급하되, 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수량, ⅱ) 침해가 없었더라도 어
차피 권리자가 양도할 수 없었던 수량은 ⓐ에서 공제하고 계산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권리자가 침해 이후에도 판매한 수량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배
제됨은 당연하고, 제1호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침해행위가 있었
어도 판매한 물건 수량은 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당연한 사리를 전제한 것이다. 아울러,
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수량은 ⅱ) 침해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의 대표적 예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정법은 이런 법리를 괄호를 포함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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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함으로써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ⅰ)과 ⅱ)의 관계에 해석상 혼란을 초래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피침해자인 권리자가 침
해자의 양도수량 외에 자신이 생산능력 한도, 침해 이후에도 판매한 수량 등을 스스
로 주장ㆍ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해
당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리자는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피 침해 물건에 대한 자신의 단위당 (한계)이익」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손해의 증명
은 다한 것으로 보고, 침해자인 피고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ⅰ) 권
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ⅱ) 권리자가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및 ⅲ) 침해 이후에도 권리자가 여전히 판매한 수량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배상
의 감액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간단ㆍ명료하게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
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은 위 양도수량에
서 공제한다.
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없었던 수량
나. 그 밖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나. 제2호
제2호의 취지는, 제1호의 가.나.목에 따라 공제된 수량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를 보충
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어차피 권리자가 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는
법적 처지여서 실시료를 기초로 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법은 이 역시 괄호를 포함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하나의 문장으
로 구성함으로써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간단ㆍ명료하게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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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제1호 가. 나.목에 의해 공제된 수량의 실시에 대해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해당 특허권에 기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정제안 대비표
1. 제128조 제5항
현 행

개 정 제 안

⑤ 제1항에 따라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 합리

우, 그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를 기초로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특허권자 또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
⑤-1) 제⑤항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발명의 가치, 보호기간, 동일하거나 유
사한 기술에 대한 실시료, 당사자의 실시형

문제점

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 동어반복: 입법기술 상 부자연스러움

수 있다.

㉡ ‘합리적 실시료’의 구체적 의미내용에 대
한 규정이 없음

2. 제128조 제2항
현 행

개 정 제 안

제128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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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

로 할 수 있다.

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침해가 없었다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

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

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할 수 있었을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

액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은 위

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양도수량에서 공제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
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

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없었던 수량

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나. 그 밖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판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매할 수 없었던 수량

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제1호 가.나.

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목에 의해 공제된 수량의 실시에 대해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다만,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특허권에 기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

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

시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

러하지 아니하다.

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
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
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
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
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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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정리와 결론

합리적 실시료 배상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검토를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간 선고된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가운데,
실시료를 기초로 배상액이 판단되었던 사안들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37건
이 분석대상으로 정리되었다. 분석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액 산정 시 「계약 선례」나 「거래상 실시료」에 따라 배상금액이 산정된 경
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의존도가 높았다 (㉠ 당해 권리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선례: 31%, ㉡ 해당 침해자와 권리자 사이의 과거 실시계약 예: 17%, ㉢
당해 기술분야에서 조사된 실시료율: 13% 등). 반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실시료액과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래상 실시료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그
로 인한 규범적 증액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비교법적
으로 다른 나라들의 실무 예와 많이 다르며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보인다.
(2) 현행 특허법 제127조 제7항 (법관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의 적용 빈도가
실시료 배상이 문제 된 판결의 30%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았다.
(3) 침해대상 특허발명이 침해품이나 침해방법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최종적 손해
액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정작 그 내용을 이루는
‘기술적ㆍ경제적 기여 인자’에 대한 객관적 심리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특히 특허발
명이 전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은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
해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고,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소송 상 이런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도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단일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나 표준특허의 침해로 인한 잠금효과, 특허위협 등 새로운 이슈를 실시료
배상에 반영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로서 우
리 재판실무에서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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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와 제도와 실무가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서 실시료 배
상이 문제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2000. 1. 1. - 2018. 3. 31.의 東京地裁ㆍ高
裁 / 大阪地裁ㆍ高裁 / 知財高裁의 판결 가운데 실시료 배상이 쟁점으로 포함된 79
건 중 참고가 될 수 있는 38건을 선별하였으며, 판결례 분석을 포함한 일본의 동향은
다움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학설과 실무상, 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액은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2) 2019년 특허법 제102조의 개정으로, 상당 실시료는 침해를 전제로 사후적, 규
범적으로 평가 판단되는 배상액으로서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됨을 명확히 하였고(제4
항), 침해품 양도수량 및 침해자 이익에 근거한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수량에
대해 상당 실시료 배상을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제1항 제2호).
(3)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를 증거로 인정하여 실시료율을 곱함으
로써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과정에서 기여율과 실시료율을 합당하게 조절함으로써
손해액 인정의 적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관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105조의 3)
은 적용례가 상대적으로 적다.
(4) FRAND 표준 특허의 침해에 대한 실시료 산정, 복합기술 제품의 침해에 대한
실시료 과적 문제 등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재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미국, 중국, 대만,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의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실
무 동향을 점검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미국의 경우, ‘가상의 협상’을 기반으로 한 Georgia-Pacific 기준이 주요 인자
로 고려되어 왔으나, 근래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접근법에 대한 수정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충분한 보호를 중요시하여,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보다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과,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 간
복합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징벌적 배상의 운용과는 별개로 작
동하는 메커니즘이다. 합리적 실시료 배상에 관해서도 종래 주류적 태도였던 ‘전체시
장가치 원칙’은 예외가 되었으며 오히려 ‘최소판매단위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기여율
반영’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여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가격차이, 수요자 인식조사, 비용접근법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고 있으
며, 복합기술에 대한 실시료 과적 문제, 표준특허 침해를 둘러싼 합리적 실시료 산정
의 특수성, 특허위협, 잠금효과의 문제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한 판결들이 다수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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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 중국은 ① 침해로 인한 손해액→② 침해자의 이익액→③ 실시료액에 소정의 배
수를 곱한 합리적 금액→④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액 산정 순서를 법
정하고 있으며 실시료 배상액의 보충적 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상 실시료액에
1~3의 배수를 곱한 금액을 실시료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점이 특징이고, 이는 징벌적
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산정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2020.
10. 중국이 4차 특허법 개정으로 고의의 특허침해에 대한 5배 까지의 징벌적 배상제
도를 도입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입법적으로도 재확인되었다.
(3)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권리자의 일실이
익, 침해자 이익, 실시료 배상의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며, 고의침해에 대해 3배 이하
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도 같다. 실시료 배상을 둘러싼 재판실무는, 가상
의 실시료기준에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고, 사안에 따라 전
체시장가치나 최소침해단위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정한다.
(4) 독일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조는, 일실이익 배상, 침해자 이익의 토출
(吐出), 실시료 상당액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시료 배상액 산출 근거가 되는 자
료로는 당사자 간 실시계약의 선례가 가장 유력한 기초자료이고, 독일 특허청 직무발
명 보상금 조정위원회에서 조사, 발간하는 실시료율 자료 등 거래상 실시료도 유력한
근거가 된다. 전체시장가치 기준, 최소판매단위 기준, 기여율 등이 개별 사건의 특성
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용되지만, 실시료배상액은 거래상 실시료보다 상당한 정도로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3분설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은 하나의 손해를 지향
하는 산정방법의 차이로 보는 시각이 전통적이어서 실시료배상액의 보충적 산정은 인
정되지 않는다.
(5) 프랑스에서 피침해 권리자는 일실이익과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를 선택하여 청구
할 수 있고, 일실이익과 실시료 손해 사이에 복합산정이 허용된다.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 시 적절한 선례나 객관적 실시료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실시료율을 책정하며, 해당 기술의 경제적ㆍ상업적
가치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프랑스 대법원 판례는, 실시료상당 손해액 산정
시 법관이 개별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실무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시료율에 약 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한다.
넷째, 위와 같은 실증자료와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재판실무에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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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배상과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즉,
(1)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ㆍ증액되어야 한다. ① 거래상 실시료는
해당 특허의 유, 무효나 실시형태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는 것이어서, 그런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고 침해의 확정이 전제된 배상액과
같을 수 없고, ② 침해자와 성실한 실시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
고 사실상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판단자로서는 거래상 실시료
등 객관적 자료에 수렴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일종의 심리적 정박효
과로 인해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는 오신을 갖기 쉬우나 이는 현실적 타당성과는 거리
가 있으며, ④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실시료율 자체가 대부분은 중요한 영업비밀인 경
우가 많아 통계상 실시료율에 대한 신뢰에 한계가 있고, ⑤ 비교법적으로도 세계 주
요국들은 실시료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대부분 거래상 실시료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가 최근 고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합리
적 실시료의 판단 기준은 증액배상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적 목적과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일부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여 증액배상으로 대
체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강도 제재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과, 저강도 제재수단으로
서의 실시료 규범적 증액을 병용함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3) 지금보다 더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와 실시료율 산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실무는 대체로 ‘실시료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로열티 베이스’의 종류는
① 침해품 매출액, 매출수량 ⓶ 침해방법의 사용 횟수 ⓷ 침해품 임대료 ⓸ 침해방법
을 이용한 공사대금 ⓹ 침해장치를 이용해 제조한 물품의 판매액 정도로 비교적 단순
한 편이다. 로열티 베이스는 ‘실시 태양 및 규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해당 사건
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자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실무가 훨씬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를 참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로열티 베이
스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근거로
한 소송의 숫자가 많지 않거나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충분하지 않
은 탓도 있을 것이나, 법원이 사건의 특징을 반영한 로열티 베이스의 충분한 심리 대
신 손쉽게 제7항의 상당 손해액 인정 규정을 이용하는 관행 때문은 아닌지 점검되어
야 한다. 실시료율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역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
15006 판결이 제시한 8개 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요소는
전혀 고려된 예가 없거나 고려 대상이 일부요소에 편중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시료 산정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다양화해야 하고, 과거 실시계약의 예나 거래계의
실시료 외에도, 실시료의 증ㆍ감 요인을 특허권자나 특허발명 자체에 관련된 사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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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ㆍ침해태양에 관련된 사유 등으로 세분하여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기여율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의 객관적 설
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의 핵심을 이루는 ①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광고
ㆍ 선전, 브랜드 가치, ② 침해품 품질의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 ③ 침해품에 특허
발명 이외의 구성이 부가됨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증대한 사정 등이 가급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증언,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단
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특허발명이 ‘소비자 수요를 유인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5)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근법 등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상의 실시계약을 전제한다든지, 당사자 간 기존의 동일
ㆍ유사한 실시계약의 선례, 혹은 통계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계의 실시료를 기준으로
하는 고전적 방법 외에도, 사안에 따라 미국의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근법 모델을 가
미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필요가 있다. 실시료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기술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거래상 실시료 액을 산
출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6) 산업 분야별로 적합한 기준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개별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ㆍ반영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분야에 따라 실시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 다양하
기 때문이다. 복합기술, 표준특허, 특허풀 등이 흔하고, 의도적 모방보다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으며, 잠금효과, 특허위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전자ㆍIT 기술
분야와, 막대한 초기투자, 전용실시권의 우세, 전체시장가치 원칙과의 정합성, 단계별
기술가치의 차별화, 제네릭과의 시장분점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의도적 모방이 대부분
이 제약ㆍ유전공학 분야가 이런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양 극단에 존재한다. 이 보고
서에는 해당 분야들을 대표적 예로 삼아 실시료 배상액 산정시 증감요소로 고려할 사
항들을 도표로 예시하는 등, 판단의 개별화 기준을 제안하였다.
(7) 아직까지 우리 재판실무에서 정면으로 문제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우리에게
도 머지 않아 표준특허 등을 중심으로, 실시료 과적, 홀드업(Hold-up), 록인(Lock
in), 스위칭 코스트(Switching Cost) 등을 동반하는 실시료 배상이 문제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룰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략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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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래상 실시료의 실태를 분
석 소개하였다. 이에 관해 국내에도 복수의 통계자료들이 나와 있고, 일부는 하급심
판결에도 원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내용의 주요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정리, 소개하
였다. 다만, 재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평면적인 통계수치가 아니라, 산업분야별로
해당 수치가 내포하는 함의를 간파하여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1) 실시권의 강도는 많은 경우 실시료의 크기와 비례하므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전
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떤 유형이 많은지는 실시료 배상액 산정에 주요 참고자
료가 될 수 있고, (2) 실시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해당 기술의 영향력 크기와 유관한
수가 많으므로 이 또한 고려요소가 되며, (3) 경상 실시료 계약이 주로 체결되는 분야
는 로열티 베이스나 로열티율,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및 선급금 등 관련 요소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반면, 정액 실시료 계약이 주로 체결되는 분야는 개별 기술에 대
한 가치평가가 1회적으로 반영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매출
액, 순이익, 제조원가, 계약금 등 다양한 로열티베이스 가운데, 당사자 유형별로, 혹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5) 거래상 실시료율은
합리적 실시료 배상액의 핵심적 기초정보가 된다.
여섯째, 관련 기술분야에서 조사된 일반적 실시료율 등을 근거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과 별개로, 문제가 된 기술에 대한 개별적 가치평가를 통해 합리적 실
시료의 출발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방식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래상 실시료’나 ‘당사자 간 이미 산정되었던 실시료’에 대한 대체요
소로 활용될 수 있다.
(1) 기술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현금흐름할인 모델」, 「실물옵션 모델」,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 「거래사례 비교법」, 「로열티 공제법」, 「경험칙 방법」,
「비용(원가) 접근법」 등의 개념을 필요 한도에서 정리,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 시장접근법 가운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상 실시료율’을 참작하는
기존의 방식과 큰 차별성을 갖지 않는 점에서, 로열티 공제법은 일종의 합리적 실시
료 산정이라는 목적과 일종의 순환논법에 빠지는 점에서 각 문제가 있고, 비용접근법
(원가 접근법), 수익접근법 가운데 실물옵션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 역시
활용 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결국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 할인 모델에 따라 「기술가
치 평가액 = 기술의 사업가치 × 현가계수 × 기술기여도」의 기초 산식을 활용하는 것
이 가장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2) 그 밖에 최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침해자의 한계이익에 기술가치와 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당 실시료를 산출하자는 주장에 관해 검토하였다. 이는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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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베이스 × 실시료율」을 통해 합리적 실시료를 산출하는 틀로부터 완전히 새로
운 시각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만연히 ‘거래상 실시료’ 기준에 안주하는 대신 개
별 사건에서 침해자의 (한계) 이익률을 심리하여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고
있는 점과, 거래에서 실시료율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자가 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 고객흡입력을 좌우하는 부분에 있으며, 양자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음을 환기한 데서 의의를 발견하였다.
일곱째,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5항 관련하여 향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
을 검토하였다. 이는 법 내용에 대한 변경 제안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장황하거나
복잡하여 해석상 분란을 초래하고 증명책임의 소재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들
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ㆍ제시하는 작업이며, 입법상 동일한 폐단을 보이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의 대응 조항들과 우리 특허법을 차별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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