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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6년 이후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과 함께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손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당사자의 감정사항 설명의무가 신설되었고(특허법 제128
조의2), 증거제출 명령대상이 확대되고 불응 시의 제재효가 신설되었으며(특허법
제132조 제1항, 제4항), 비밀심리절차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132조 제2항).
특허법 [시행 2017. 3. 1.] [법률 제

특허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

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부개정]

<신설>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
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

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

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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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년에는 실시료 배상규정이 개정되었고(특허법 제128조 제5항), 침해자
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특허법 제126조의2) 및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128조 제8항).
특허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2호,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2018. 4. 17., 일부개정]

1. 8., 일부개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⑤ 제1항에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⑤ 제1항에 따라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
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
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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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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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침해자가 판매한 제품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다(특허법 제
128조 제2항).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

특허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2호, 2020. 6. 9.,

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일부개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② 제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

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

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

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

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

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

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

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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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식 : A(특허권자의 생산가능수량) < B(침해자의 판매수량)인 경우
특허권자 제품생산가능수량

특허권자 제품생산가능수량

× 특허권자 제품당이익액

× 특허권자의 제품당이익액
+ (특허침해자 초과판매분 × 특허권자 제품당 합리적
실시료)

위와 같은 특허법 개정사항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 및 활용
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과 소송 참가자들 특히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
업1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송대리인, 기업담당자 등은 새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
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아지고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수행된 “증거제도 활용 실태조사”에서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54%(27개사), 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태양제시의무를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62%(31개사), 특허법 제
224조의3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52%(26개사)에 달했다.
또한 특허 침해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
나 유의해야 하는 점 등의 정보 부족으로 특히 원천기술력이 부족하거나 특허
분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한국 특허침해 판례 분석을 통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 제도 운영에 관한 시사점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용어는 ‘중소기업’이나(제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이후 ‘중소벤

처기업’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통일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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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과제에서는 2016년 이후 선고된 국내 특허침해소송 판결 분석을 통해 특
허침해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유의사항, 대응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이후 선고 특허침해소송 판례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조사대상 판결을 선정하고,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등을 활용하여 판결문
을 입수하며, 소송당사자 규모, 재판결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표로 하여 판결문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손해배상 심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판례를 선
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외 특허침해 제도 운
영현황 및 분쟁사례를 함께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경험이 있는 소송 대리인, 사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중
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수행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하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침해소송 판결문에 대한 통계 분석 및 주
요 판례 심층 분석,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관한 인터뷰, 특허법 주요 개정 사항
적용 현황,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전략, 특허침해 손해 산정 방식
등을 차례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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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통계분석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이하 “분석대상기간”이라 한다) 선
고된 특허침해소송 판결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
·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2 민사사건의 경우 2015. 1. 1.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건유형은 ‘민사’, 선고일자는 ‘2016. 1. 1.부터 2020. 12. 31.까
지’, 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 검색어는 ‘특허&침해’로 하여 판결문을 검색하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선고된 후 확정된, 판결 내에 ‘특허’와 ‘침해’
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할 경우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의 일
부, 이유의 일부가 보여진다. 이 경우 판결문 내용 중 ‘특허’와 ‘침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모든 확정 판결문이 검색되기에, 실제로는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없는
판결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1차로는 사건명이나 이유의 일부를
살펴보고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없는 판결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결문들을 모
두 다운로드 받은 후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여 2차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없는
판결문들을 제외하였다.
이때 특허침해소송과 관련이 있는 판결문인지 여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특허침
해로 인한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특허침해와

2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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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원인이 아닌 경우 3는 분석대상판결에서 제외하였
다.
한편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는 확정된 판결문만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고
미확정된 판결문은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므로, 미확정된 특허침해소송 판
결문들이 일부 누락될 수 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란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
도를 말한다.4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특허’와 ‘침해’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정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들을 분석대상판결로 선정하였으나, 이 경
우 미확정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발주기관인 특허청을 통해 2016. 1. 1. 이후 선고된 특허침해소송 판결의
사건번호를 파악하여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였다.

3

특허권 실시계약 등에 따른 금전지급청구, 특허와 관련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이유없는 특허권 침해중지 경고문 발송 등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가 제기한 손
해배상청구 등
4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overview/index.html. 판결서 인터넷 열

람 제도는 확정된 판결문만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고, 미확정된 판결문은 열람 및 다운
로드가 불가능한 반면,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는 미확정된 판결문도 사본신청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특허’, ‘침해’ 등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
하지만, 판결서 사본신청은 사건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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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들도 전문을 확인하여 앞서 언급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대상판결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및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수집한 분석대상기간에 선고된 특허침해소송 판결을 분석대상판결로 삼아 아래
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계열 분석: 연도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5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판결 수

77

102

87

80

34

380

2016. 1. 1. 분석대상기간(2016. 1. 1. ~ 2020. 12. 31.) 동안 선고된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는 총 380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별 분석: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

5

분석대상판결 수집의 한계로 일부 미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12-

법원명

판결 수

비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8

55%

특허법원

87

23%

대법원

15

4%

대구지방법원

10

3%

서울고등법원

10

3%

대전지방법원

10

3%

수원지방법원

6

2%

부산지방법원

5

1%

광주지방법원

4

1%

대전고등법원

3

1%

서울남부지방법원

3

1%

서울북부지방법원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1%

인천지방법원

2

1%

기타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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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80

100%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8건(전체의 55%)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특허법원이 87건(전체의 23%)으로 많았다.6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가 총
295건으로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심급별 분석

6

심급

판결 수

비중

1심

264

69%

2심

101

27%

3심

15

4%

합계

380

100%

‘기타’는 선고판결 수 1건인 법원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울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
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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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는 1심이 264건(전체의 69%), 2심이 101건(전체의
27%), 3심이 15건(전체의 4%)으로 나타났다.

심급

평균 심리기간(일)

평균 심리기간(월7)

평균 심리기간(연8)

1심

532

17.7

1.5

2심

321

10.7

0.9

3심

701

23.4

1.9

합계

486

16.2

1.3

심급별 평균 심리기간은 3심이 23.4개월로 가장 길었고, 1심이 17.7개월이었으며, 2
심이 10.7개월로 가장 짧았다. 심급당 평균 심리기간은 16.2개월로 약 1년 4개월
에 달했다.

당사자 분석

7

1월을 30일로 계산

8

1년을 365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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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의 국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① 소송당사자명이 명백히 국내기업 또는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분류하였
다. ② 소송당사자명이 명백히 해외기업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으로 분류
하였다. ③ 소송당사자가 복수이고, 모든 소송당사자의 국적이 ‘한국’이거나 ‘외
국’인 경우에는 ‘한국’ 또는 ‘외국’으로 분류하였다. ④ 소송당사자가 복수이고,
일부 소송당사자의 국적은 ‘한국’이고 나머지 소송당사자의 국적은 ‘외국’인 경우
에는 ‘한국+외국’으로 분류하였다.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국내기업의 경우,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업집단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기업(소
속)’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기업집단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에 해당하
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모두를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외에는 ‘대기업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②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공시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중견기업’
으로 분류하였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는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조,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5
면), 중견기업 목록이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시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각 기업의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어 9 위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목록’을 활

9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① 기업의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을 초과하고(규모기준),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상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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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③ 위 ‘대기업(소속)’ 및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업종별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는 기준 10이 별도로 존재하나, 각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의 개념상 이들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해외기업의 경우, 기업명이 해외기업임이 명백한 경우는 ‘해외기업’으로
분류하였고, 국내기업에 해당하지만 해외기업의 지사임이 명백한 경우(예:OOO
코리아)에도 ‘해외기업’으로 분류하였다.

③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기준을 충족(독립성기준)해야 한다.
참고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대상은 2017년말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상 4,468
개로 나타났다.
10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에 따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그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별표1]
기준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컨대 전기장비 제조업(C28)을 영위하
는 회사는 평균매출액이 [별표1]에 따른 기준인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
만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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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가 각 305건, 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 및 피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 원고가 한국국적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가 295건(전체의 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외국국적 원고가 한국국
적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가 67건(전체의 18%)이었으며, 한국국적 원고가 외국
국적 원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는 10건(전체의 2%)에 불과했다.

원고 규모

판결 수

비중

개인

85

22%

중소기업

155

41%

개인+중소기업

28

7%

중견기업

24

6%

대기업(소속)

6

2%

대기업

3

1%

외국기업포함

70

18%

기타(공기업)

1

0%

미확인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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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합계

100%

원고 규모별 판결 수를 살펴보면, 원고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155건(전체의 4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인 경우가 85건(전체의 22%)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외국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70건(전체의 18%)이었다.
특히 원고가 개인, 중소기업, 개인+중소기업인 경우를 모두 합치면 268건으로 전
체의 71%에 달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피고 규모

판결 수

비중

개인

52

14%

중소기업

149

39%

개인+중소기업

38

10%

중견기업

50

13%

개인+중견기업

2

1%

중소기업+중견기업

13

3%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

2

1%

대기업(소속)

5

1%

대기업

38

10%

중소기업+대기업

2

1%

중견기업+대기업

4

1%

외국기업

10

3%

기타

7

2%

미확인

8

2%

380

100%

합계

피고 규모별 판결 수를 살펴보면, 피고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149건(전체의 39%)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인 경우가 52건(전체의 14%)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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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규모별 판결 수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개인, 중소기업, 개인+중소기업인 경
우를 모두 합하면 239건(전체의 6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원고

개인

중소

개인

중견

대기

대기

외국

기타

미확

기업

+중소

기업

업

업

기업

(공기

인

포함

업)

피고

(소속)

기업

합계

개인

25

21

4

1

0

0

1

0

0

52

중소기업

30

71

6

10

2

2

27

1

0

149

14

13

8

0

0

0

3

0

0

38

3

6

3

9

0

1

28

0

0

50

1

0

1

0

0

0

0

0

0

2

0

4

1

4

0

0

4

0

0

13

0

0

2

0

0

0

0

0

0

2

0

2

0

0

3

0

0

0

0

5

6

22

2

0

1

0

7

0

0

38

2

0

0

0

0

0

0

0

0

2

1

3

0

0

0

0

0

0

0

4

2

8

0

0

0

0

0

0

0

10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소속)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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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5

1

0

0

0

0

0

0

7

미확인

0

0

0

0

0

0

0

0

8

8

합계

85

155

28

24

6

3

70

1

8

380

원고-피고 규모 유형별 판결 수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20건 이상인 경우는 옅
은 음영으로 표기하였다. 원고→피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소기업인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개인, 개인→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
소기업→대기업, 외국기업포함→중소기업, 외국기업포함→중견기업인 경우가 20
건 이상으로 많았다.

청구 유형 분석

청구 유형

판결 수

비중

금지청구+손배청구

208

55%

금지청구

94

25%

손해배상청구

7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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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80

100%

원고의 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한 경우가 208
건(전체의 55%)으로 절반 정도였고, 금지청구만 한 경우와 손해배상청구만 한 경
우는 각각 94건(전체의 25%), 78건(전체의 21%)이었다.

침해 및 비침해 분석

침해여부

판결 수

비중

침해

107

28%

비침해

270

71%

기타

3

1%

합계

380

100%

분석대상판결 중 특허침해가 인정된 경우는 107건(전체의 28%)에 불과했으며,
270건(전체의 71%)은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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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유형

침해 수

비침해 수

기타

합계

침해인정률

금지+손배청구

60

146

2

208

29%

금지청구

22

72

0

94

23%

손해배상청구

25

52

1

78

32%

합계

107

270

3

380

28%

특허침해 인정 비율을 원고의 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한 경우의 침해인정률은 29%, (2) 금지청구만 한 경우의 침해인정률
은 23%, (3) 손해배상청구만 한 경우의 침해인정률은 32%로서, 원고의 청구 유형
에 따라 특허침해 인정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피고유형

침해 수

비침해 수

기타

합계

침해인정률

한국→한국

81

213

1

295

27%

한국→외국

3

7

0

10

30%

외국→한국

22

43

2

67

33%

미확인

1

7

0

8

13%

합계

107

270

3

380

28%

특허침해 인정 비율을 원고, 피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1) 한국국적인 원고가 한국
국적인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는 침해인정률이 27%, (2) 한국국적인 원고가 외
국국적인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는 침해인정률이 30%, (3) 외국국적인 원고가
한국국적인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는 침해인정률이 33%로 나타났다. (2) 유형
은 판결 수 자체가 10건으로서 유의미한 통계값이라 보기 어렵다. (3) 유형의 외
국국적인 원고가 한국국적인 피고에게 소 제기한 경우의 침해인정률(33%)은 전
체 침해인정률(28%)보다 5% 높았다.

침해사유

판결 수

비율

문언침해

7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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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30

28%

간접침해

2

2%

기타

6

6%

합계

109

100%

특허침해가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문언침해로 판단된 경우가 71건(전
체의 65%)으로 가장 많았고, 균등침해로 판단된 경우는 30건(전체의 28%), 간접
침해로 판단된 경우가 2건(전체의 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사유

판결 수

비율

비침해

145

52%

비침해+권리남용

5

2%

비침해+자유실시기술

3

1%

비침해+무효심결확정

3

1%

비침해+특허권소진

1

0%

비침해+기타

1

0%

권리남용

7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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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모인출원)

1

0%

자유실시기술

11

4%

무효심결확정

17

6%

특허권소진

5

2%

기타

10

4%

합계

278

100%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 구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등으로 비침해로 판단된 경우가 145건(전체의 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상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해당 특허
에 기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 경우가 76건(전체의 27%), 무효심
결확정이 17건(전체의 6%)이었다. 그 외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
우는 11건(전체의 4%)이었다.

손해배상 분석

손해배상 심리 여부

판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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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심리함

80

21%

심리하지 않음

196

52%

심리대상 아님

102

27%

기타

2

1%

합계

380

100%

손해배상이 심리된 판결 수는 총 80건(전체의 21%)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금지청구만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102건(전체의
27%),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하였지만 특허침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총 196건(전체의 52%)이었다.

손해배상 심리에 적용된 조문은 법률 제17422호로 2020. 6. 9. 일부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 특허법의 경우 현행 특허
법과 제128조 조항이 다른데(예: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이 구 특허법의 제
1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 경우 현행 특허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통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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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적용조문

판결 수

비중

제128조 제1항

1

1%

제128조 제2항

6

8%

제128조 제4항

12

15%

제128조 제5항

3

4%

제128조 제7항

58

73%

합계

80

100%

손해배상 심리에 적용된 조문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법원 재
량 판단이 58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 1억원 미만, (2) 1억원, (3) 1억 100원, (4) 1억 100원 초과 ~ 5
억원 미만, (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 100억
원 이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억 100억원’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는,
위 금액을 청구한 판결 수가 다른 구간에 버금갈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11
손해배상 인용액은, (1) 0원, (2) 1천만원 미만, (3)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 5
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6) 3억원 이상 ~ 5억원 미
만, (7)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 10억원 이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인용액이 ‘0원’인 경우가 많아, 해당 경우
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11

원고가 1억 100원을 청구한 것은 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84호로 2015. 1.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
게끔 하여 해당 사건을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 규칙은 2015.
1. 28. 개정되어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여야 합의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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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정리 기준은, 1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의 청구액이고, ‘손해배
상 인용액’은 판결문에 기재된 인용액으로 정리하였다. 2심의 경우 ‘손해배상 청
구액’은 원고의 최종 청구액, ‘손해배상 인용액’은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용
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12 3심의 경우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
문에 손해배상 심리 및 인용액수가 주된 쟁점이 아닌 경우가 많아 통계분석 대
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2

청구액 분포

판결 수

비중

1억원 미만

66

24%

1억원

46

17%

1억 100원

25

9%

1억 100원 초과 ~ 5억원 미만

72

2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5

9%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1

15%

예컨대 원고가 1심에서 10억원을 청구하였다가 5억원이 인용되고, 2심에서 재차 4억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다가(총 9억원 청구) 그 중 3억이 추가로 인용(총 8억원 인용)되었다면, 2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9억원, ‘손해배상 인용액’은 8억원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원고가 2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는 해당 변경청구취지의 청구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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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3

1%

합계

278

100%

원고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은 1억 100원 초과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72건(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억원 미만인 경
우가 66건(24%)이었다. 1억원 및 1억 100원인 경우는 각 46건, 25건이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6억 2,829만원, 중간값은 1억 800만원이었다.

인용액 분포

판결 수

비중

0원

197

71%

1천만원 미만

11

4%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0

7%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

3%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7

6%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

4%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

3%

10억원 이상

7

3%

합계

2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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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된 경우(197건, 0원)를 제외하면 천만원 이상에
서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인용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억
원 이상 ~ 3억원 미만의 금액이 인용된 경우가 17건으로 많았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액 평균은 3억 4,291만원, 중간값은 1억원이었다(전부
기각된 경우 제외). 전부 기각된 경우를 포함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액
평균은 9,991만원, 중간값은 0원이었다.

인용률 분포

판결 수

비중

0%

198

71%

0% 초과 ~ 20% 미만

26

9%

20% 이상 ~ 40% 미만

17

6%

40% 이상 ~ 60% 미만

6

2%

60% 이상 ~ 80% 미만

8

3%

80% 이상 ~ 100% 미만

6

2%

100%

17

6%

합계

2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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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전부 기각된 경우(인용률 0%)를 제외
하고는 0% 초과 ~ 20% 미만인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 초과 ~ 40%
미만인 경우가 17건, 100% 인용된 경우도 17건 존재했다.

기술 분야 분석

기술 분야

판결 수

비중

A. 생활필수품

108

28%

B. 처리조작, 운수

61

16%

C. 화학, 야금

26

7%

D. 섬유, 지류

8

2%

E. 건조물

31

8%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24

6%

G. 물리학

57

15%

H. 전기

53

14%

확인불가

12

3%

합계

380

100%

IPC 기술 분야별 판결 수를 살펴보면 A. 생활필수품인 경우가 108건(전체의
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B. 처리조작, 운수인 경우가 61건(전체의
16%)으로 많았고, G. 물리학인 경우가 57건(15%), H. 전기인 경우가 53건(14%)으
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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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침해

비침해

기타

침해비율

A. 생활필수품

42

65

1

39%

B. 처리조작, 운수

14

46

1

23%

C. 화학, 야금

8

18

0

31%

D. 섬유, 지류

4

4

0

50%

E. 건조물

10

21

0

32%

8

15

1

33%

G. 물리학

11

46

0

19%

H. 전기

10

43

0

19%

확인불가

0

12

0

0%

107

270

3

28%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
기, 폭파

합계

IPC 기술 분야별 침해 인정비율을 살펴보면 D. 섬유, 지류가 50%로 가장 높았
으나, 전체 판결 수가 8건에 불과하여 크게 유의미한 통계지표라고 보기는 어렵
다. 다음으로는 A. 생활필수품의 침해 인정비율이 39%로 높았고, F. 기계공학 등
의 침해 인정비율이 33%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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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개수

인용액

인용액

평균값(억원)

중간값(억원)

A. 생활필수품

24

5.32

1.15

B. 처리조작, 운수

11

1.37

0.35

C. 화학, 야금

5

7.82

4.95

D. 섬유, 지류

4

0.18

0.20

E. 건조물

7

2.06

1.87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6

1.05

1.00

G. 물리학

10

1.82

2.28

H. 전기

5

1.44

0.57

기술 분야별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은 C. 화학, 야금이 7.8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A. 생활필수품도 5.32억원으로 높았다. 다만 C. 화학, 야금 및 A. 생활필수품 모
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인용된 몇 개의 판결로 인해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
난 경향이 있었다.
기술 분야별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은 C. 화학, 야금이 4.95억원으로 가장 높았
다. C. 화학, 야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용된 판결 수가 5개에 불과하여, 전체
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는 유의미한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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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구분

개수

침해인정비율

전체

380

28%

3.43

원고가 중소기업

155

23%

2.73

피고가 중소기업

149

26%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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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용액(억원)

소송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의 특허침해 인정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판결의 특
허침해 인정비율이 28%인데 반해 원고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23%, 피고가 중소
기업인 경우는 26%로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소송당사자 중소기업인 경우의 손해배상 인용액을 살펴보면, 전체 판결의 손해배
상 인용액 평균값이 3.43억원(전부기각 제외)인데 반해 원고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2.73억원, 피고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2.78억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0.7억원 가량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결국 원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특허침해 인정 비율도 낮고, 손해배상 인용액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고의 특허 자체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낮거
나 시장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인 원고가 특허침해 및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기
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특허침해 인정 비율과 손해배상 인용액이 낮
다. 특허침해 인정 비율은 평균과 큰 차이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손해배상
인용액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업인 피고의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가 작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사점 및 소결
연도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는 약 70~100건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소송 집중심리법원으로
서 3/4 이상의 특허침해소송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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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1심 평균 심리기간은 17.7개월(532일)으로 일반 민사소송 13 대비
다소 긴 편이다. 1998~2017년까지 연도별 특허침해소송 1심 평균 심리기간은 대
체로 400~900일 가량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심리기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4 한편 2심의 평균 심리기간은 10.7개월(321일)이다.

13

대법원, “2020 사법연감”, 제5장 제1절 589면, 2019년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14

권보원, “통계로 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20년사 - 1심판결을 중심으로 – ”,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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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국적의 경우, 한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 국적의 피고에게 소 제기하여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의 비율이 75% 이상이었으나, 외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
국적의 피고에게 소 제기하여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 비율도 18%에 달해 적지
않았고, 이 경우의 침해인정률(33%)은 전체 침해인정률(28%)보다 5% 높았다.
소송당사자 규모의 경우, 원고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41%에 달해 가장 많았고,
특히 개인과 중소기업을 합하면 전체의 71%에 달했다. 피고 또한 중소기업인 경
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 중소기업을 합하면 63%로 상당히 많았다.
원고 청구유형의 경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한 경우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지청구만 한 경우와 손해배상청구만 한 경우는 각각 25%, 21%
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소송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금지청구만을 구하거나 손
해배상청구만을 구하는 경향도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대상판결 중 특허침해가 인정된 판결 비율은 전체의 28%이었다. 원고의 청
구유형에 따라 특허침해 인정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만 소송당사자 국적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
로 한 소송의 승소 비율이 33%로 전체 평균보다 5% 가량 높았다.
특허침해 인정사유는 문언침해가 전체의 65%로 약 2/3 정도를 차지했고, 균등침
해가 28%였으며, 간접침해가 인정된 경우는 2%로 많지 않았다.
특허침해 불인정사유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 특허를 비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된 경우가 전체의 52%로 절반을 차지했고, 원고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사유로 기각된 경우가 27%였으며, 피고
실시제품이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심리에 나아
간 경우는 약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심리에 적용된 조문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침해사실 입증이나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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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심층 인터뷰 결과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6억 2,829만원, 중앙값은 1억 800만원이었고, 구
간으로는 1억 100원 초과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다. 1998~2017
년의 특허·실용신안 관련 163개 판결(174개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값이
13억 4,709만원, 중앙값이 1억 4,92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액은 다소 감소하였다.15
원고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은 3억 4,291만원, 중앙값은 1억원이었고(전부 기각
된 경우 제외), 구간으로는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용률의 경우 0% 초과 20%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1998~2017년의 특허·
실용신안 관련 163개 판결(174개 분쟁)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이 9억 1,708만
원, 중앙값이 6,000만원 16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앙값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권보원, “통계로 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20년사 - 1심판결을 중심으로 – ”, 12면

16

위 통계분석은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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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기술 분야별로는 A. 생활필수품인 경우가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B. 처리조작, 운수인 경우가 16%로 많았다. 기술 분야별 침해 인정비율은
모수가 적어 부풀려진 경향이 있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A. 생활필수품이 39%
로 가장 높았고, F. 기계공학 등도 33%로 높았다(전체 평균은 28%). 기술 분야별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은 C. 화학, 야금이 7.8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A. 생활필수
품도 5.32억원으로 높았으나, 두 분야 모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인용된 몇 개
의 판결로 인해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소송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살펴보면, 특허침해 인정비율은 원고 또는 피고
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각 23%, 26%로서 전체 평균(28%)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
고, 손해배상 인용액도 원고 또는 피고가 중소기업인 경우 각 2.73억원, 2.78억원
으로 전체 인용액 평균(3.43억원)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권보원, “통계로 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20년사 - 1심판결을
중심으로 –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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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인터뷰 방법 및 대상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며, 특
허침해소송에 관한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들이 업계에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실
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관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서면/유선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제 수행 기간 동안 코로
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인터뷰를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지를 작성하여 전달한 후, 서면 답변을 전달받거
나 유선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 관해 겪는 어려움 및 유의사항과, 특
허침해소송 관련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들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변호사, 기업 사내
변호사, 기업 법무팀 담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인터뷰지는 본 보고서 말미에 별지로 첨부하였다.

인터뷰 결과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1)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이 소송당사자인 특허침해소송에 관여한 경험이 있
으십니까?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셨습니까?
중소기업 소송 담당 팀장, 중소기업 법무팀(IP팀) 직원,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피고 회사를 모두 경험해본 변호사, 기업 사내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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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 낮은 손해배상액 등 소송의 실효성,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점, 소송대리인과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
다.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복되는 의견은 일부 삭제하였다.
중소기업 법무팀(IP팀) 직원: 침해 증거 확보가 너무 어렵다. 특히 피고 회사
지배하에 있는 장치나 방법, 조성물 특허의 성분/성분비 입증 등이 그렇다. 나
아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만족을 얻는 것도 절
차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사내 변호사: 원고로서 침해 입증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만약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게 되면 피고가 되었을 경우의
피해가 더 걱정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침해소송은 손해배상액도 작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높지 않다. 손해배상액이 작으니 빠른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
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 절차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특허심판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
고 오히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위 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준비가 잘 안되어 원만한 합의는 잘
안된다. 형사사건에서 원∙피고 대리인,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
우가 많다. 그래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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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원고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태양이 가장
작다. 직접침해/간접침해의 인정범위가 너무 좁다. 최근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크다. 이는 부품 업체가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내 법무팀 직원: 원고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사전 무효 검토, 침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소송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침해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나아가 특허공격을 할 때는 승소시 이익과 반소의 가능성 등 사업적인 영향
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소를 제기하
더라도 실제 한국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은 너무 쉽게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이 성숙될수록 원천기술에 관한 특허보다는 개량발명
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 법
원은 발명자 입장에서 특허를 유효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한국 법
원은 발명자 진술이나 전문가 진술을 활용하거나 인정하려는 경향이 낮고, 특
허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건에 국한된 것일 수
는 있다. 대부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거나 특허를 무효화시켰기 때문
에 정확히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과다, 침해금지명령의 효용성에 관한 의
견은 없다. 한편 한국 법원은 감정절차의 객관성을 너무 강조하고 양 당사자
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다 보니, 감정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면도 존재한다.
빠른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원고로서는 필요하고 중요하
지만, 피고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관련 증거를 Privileged 보호대상으로 유지
하는 작업도 부담이다. Attorneys’ eyes only로도 영업비밀이 보호될지 의문이기
도 하다. 미국에서는 대리인이 영업비밀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 강한 편이긴
한데, 한국 대리인들에게 영업비밀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원고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기업과 분쟁시 한국기업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뉴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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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공급업체가 한국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그 가능성
은 한층 높다고 생각한다.
사내 변호사: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목표 달성(손해액 배상, 금지청구)까지 필
요한 시간과 법률 비용을 정확히 가늠하지 어렵다. 또 현재 한국 로펌 및 소
송대리인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고, 기술이나 특허소송
에 대한 전문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손해와 침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미국식 디스커
버리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인 소송 리스크상 찬성하기는 어려운 입장
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원고로서 어려운 점은 ① 침해소송 1심 및 2심 재판부의
판결기준이 상당히 상이한 경우 당황스럽다. ②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한 것인
지 관련 자료 입수가 어려우며, ③ 침해 증거 확보도 상당히 어렵다. ④ 소송
비용이나 필요한 인력, 소요될 회사 내 리소스 등 소송 진행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 ⑤ 어렵게 소송 제기를 결정하더라도 원고인 특허권자에 대한 권리보
호가 확실히 되는 지도 의문이다(특허무효나 비침해로 판단되는 비율이 높
다). ⑥ 승소시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만족을 얻기까지 절차적으로도 쉽
지 않은 것 같다. ⑦ 원고가 주식회사인 경우 1심 및 2심 판결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담도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① 당사자 부분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하는 목표와 전략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목표가 큰 손해배상
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경쟁자 제품 출시를 막기 위한 금지청
구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사내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또 승소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다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 제기시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송을 잘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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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인하우스들이 필요한 준비의 150%를 해야한다. 그래야 소송대리인이
100%를 변론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중 80%를 인정한다고 보는게 안전하다.
가상의 반대편 당사자를 만들어서 모의 훈련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나
특허팀, 현업이 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현출되
는 경우가 많다. 불리하게 악용되는 증거를 만들지 않는게 중요한데 통제가
쉽지 않다. 영업이나 구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부서가 따
로 움직이면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원고로서
소송 타이밍을 고르기 위한 공격타이밍 잡는 것(전환사채 준비중일 때). 사업
부 혼자 라이선싱/합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TERM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많다. 회사 전체적으로 일괄되고 통일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 법무
같은 것도 잘할 필요가 있다. 권한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회사 TOP
LEADER들이 법무나 특허들을 뒷처리하는 부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
제다. 소송을 할 때도 논점을 잘 살펴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그
런 역량을 갖춘 인하우스들이 많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일수록 더 심하다. ②
소송대리인 부분에서, 뛰어난 소수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객을
마루타, 훈련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특허 소송에 대한 경험 부족,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 ③ 소송 절차 부분에서, 증
거 확보의 어려움이 크고 증거조사나 신청의 방법만으로는 실질적인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강하게 작동하는 미국 소송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손해배상액 인정액수도 크다). 한국 법원은 증거 확보나
판결 내용에 양 당사자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과감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상대방의 침해사실 입증증거 확보가 어렵다. 한국 회사라
도 생산 공장이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도 상당하고 고객사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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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한국 내 특허침해소송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나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3)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적절한 소송대리인 선정의 어려
움, 자료 제출시 영업비밀 유출 우려, 특허 소송에 대한 사내 인식과 지원 부족,
합의에 관한 전략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로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어려
워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부품 공급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고민거리는 면책부
담이다.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보험제도를 운영했지만 1억-2억으로서 큰 도움이
안된다.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수익이 안나니 관련 보험 시장도 활발하지 않
다. 또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경우 납품 관계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
다. 납품 업체 변경이 다른 기술유용/기술탈취, 부품의 멀티소싱 전략과 함께
진행되면 중소기업들로서는 타격이 엄청나다. 또 국내외 경쟁 대기업이 사업
의 전략상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상, 영업적 손해가 심각하고 이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나중
에 피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료유출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
대기업들은 평소에 로열티를 주고 받는 경험이나 사례가 많아 소송 중에 합
의하는 경우가 상당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

-45-

은 것 같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탑매니지먼트의 특허소송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 같다.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중간에 합의 타이밍을 잡는게 중요하
다. 합의가 잘 안되거나, 최종 패소시 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한국
소송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피고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법원이 당사자에게(특히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압박하
는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사내 법무팀 직원: 법률적 검토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
가 있고, 피고로서 패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안해서 피해를 본 경
험이 있다.
사내 변호사: 피고로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적절한 대응 방법과 시기를
놓치게 된다. 탑 경영진들은 특허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
고 특허경쟁력의 근간인 특허출원업무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고 이는 근본
적으로 분쟁대응전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소송은 유능한 변호사의 능력만
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내부 의사결정권자와 주관부서의 전문
성, 소송 대리인이 협력함으로써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 회사 전체적
으로 1회성 행사차원이 아니라 특허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중요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로서 비용이나 능력면에서 적절한 대리인을 찾기가 쉽
지 않고, 적시 대응도 어렵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알기
가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 분야 중
에서 우리 회사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허소송
의 경우, 침해소송/무효소송/특허나 청구항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소
송 비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회사 내에 전문 담당 인원도 없는 경우 전체적
으로 분쟁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과거 일본 기업으로부터 동
시에 특허 8개로 공격당하였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침해 증거물들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아 형사고소로 반격하였고(영업비밀침해 등) 그 이후에 합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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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있다. 이는 한국 소송 제도상 증거입증의 어려움 측면에서나 피고로서
대응 방법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회사 내부적으로 침해/무효 여부 판단에 대한 물리적 리소
스 투입이 쉽지 않다. 침해 인지에 따라 특허권자와 라이센싱 협상을 진행하
더라도 어려움이 많다. 만약 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주식회사라면 주가
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패소한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신
청과 법원의 판단도 필요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로서 본인의 경험상 문서제출명령 불응하더라도 상대
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과태료 기타 불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사안 전체적으로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사례도 보지 못했다. 피고로서
는 증거 위조까지는 아니지만 선택된 증거(예를 들어 Design around된 침해태
양)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판결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지도 않는 것 같다. 최종 손배배상액도 매우 낮게 나온다. 개인적으로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필요성을 못내리는 것 같다. 형사절차를
증거수집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검·경이 이제는 민사소송의 도구로
사용되기 싫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요즘은 검·경이 고소인에게 실질적으로
침해 증거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잘못하면 민사상 큰 손해배상액이 나오거나 위반시 법원의 제재가 강하기 때
문에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기가 어렵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피고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알고 있는 특허의 하자들(특허들의 침해, 무
효 여부에 관한 검토 보고서 등), 원고의 이익률 자료들, 원고가 라이선싱한
사례들, 특허 보정에 대한 검토 보고서들이다.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미국 소
송은 케이스 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건 기준이라면 월 5천만원, 총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 언뜻 보면 비용이 높은 것 같지만 미국은 디스커버리
등으로 분쟁 초입 단계에서 합의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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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 대비 높은지는 의문이다. 한국소송은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가 많고 특허심판, 형사까지 동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피고가
불복할수록 무효가능성도 높아지고 손배배상액도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분쟁을 계속하게 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 및 무효 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정
확히 검토를 한 후, 그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피고인 경
우 막연하게 원고 특허를 너무 강력하게 보거나 역으로 너무 간과하는 경향
이 있다.
소송대리인: 특허권자의 반복적인 정정청구로 절차 지연이 되고 있고, 빠른
소송 진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로서 한국 소송 제도상 기술자료나 손해액 자료를 제
출할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하다.

(4)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
려움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의 경험과 기술적 이해 부족, 소송비용의 부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전략적으로 소송을 리딩하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수행경험이 많지 않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대리인 비용이 비싸고 전문 변호사
아닌 변호사는 기술이나 기타 관련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대
리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 기준 5천만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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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 고통스럽다. 이러한 소송대리인 환경이 침해소송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큰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은 대형 로펌을 쓸 수밖에 없는
데, 경험상 변호사(특히 전관 변호사)를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대리
인이 기술을 이해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변리사나 어쏘 변
호사(공대 출신)의 능력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 퀄리티에 차이
가 많은 것 같다. 최고 네임 밸류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사정
이나 기술을 정확히 이해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 문제도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관련 산업계나 특허 기술, 제도의 이해가 높은 사람을 찾
기 어렵고 동일/관련 소송의 경험 있는 소송대리인도 찾기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업무수행 능력, 과거 유사사건 수행경험, 기술에 대한 이해
도, 법률 비용 수준, 법원과의 인맥, 업계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갖춘 소송대리인을 찾기가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침해소송 수행경험 및 대리인 구성으로 변리사/변호사
의 협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 소송 비용 등이 중요하다.
사내 변호사: 소송/기술 경험이나 기술적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매우 많다. 변
리사는 기술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증거 방법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 있다.
증인신청이나 증거확보에 너무 미숙한 사례가 많다. 한국 대리인 비용은 케이
스 별로 다르지만 착수금 기준 무효 심판 3천만원, 침해 소송 7천만원을 넘어
가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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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침해소송 수행경험이 많고, 변리사를 보유한 로펌을
선정하여야 기술이해도가 높은 대응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사내 변호사: 작은 로펌은 소송경험이 없는 반면 큰 로펌은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대형 로펌 비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편차가 크다.
법정 변호사 비용을 좀 높여서 남소를 방지하면 좋겠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에게 특허침해소송 전문성, 기술에 대한 이해도
가 가장 중요하다.

(5) 중소기업 입장에서 알아두거나 유의해야 할 특허침해소송의 특징이 있다
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알아두거나 유의해야 할 특허침해소송의 특징에 대하여는 다
양한 분쟁 태양, 적절한 분쟁 종료의 필요성, 쟁점 기술의 설명에 대한 중요성,
소송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무효심판, 회피설
계, 생산지 이전 등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피고의 대응방법이 다양하므로 특허
소송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 특허침해소송으로 모
든 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 상대방과 적정한 요율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무효/침해 판단 기준이 각국별로 다르고 시대별로 다르긴
하나, 한국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
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로 인해 소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재판부
가 바뀌면서 소송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다. 침해, 유무효 기준에 대
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판례도 들쭉날쭉한 것 같다. 반면 미국에서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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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버리나 claim construction 단계에서 이미 소송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실제 판결도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동종업계의 특허이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Networking 활
동도 필요하다(예: KINPA, 관련 산업 특허협의회 등). 해당 중소기업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유사한 사건을 분석하여, 침해소송 수행경과 및 전략수행 방
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법률 이슈는 대리인 선임 이후 깊이 있
는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의 방향성은 기업 내부적으로 결정해
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법률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도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 대리인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중소기
업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송대리인: 한국 중소기업들은 특허 소송 경험이 없으므로 특허침해 소송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사업특성상 증거확보에 어려운 점은 없으나 모방이나 짝퉁
제품에 대한 손해액 인정이 매우 낮은 것 같으니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이 기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게 복잡한 기술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등록특허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쉽게 무효될 수 있고 국내 특허소송 손해배상
액이 낮은 것 같다.

(6)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전 미리 갖춰두어야 할 제도,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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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전 미리 갖춰두어야 할 제도, 시스템에 대하여는 사내
IP팀 구비와 외부 소송대리인 등과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사내 법무팀 내 IP팀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본인의 경험상 1년에 출원 20-30건 정도 되는 회사라면 적
극적으로 IP팀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사내 법무팀 직원: 우수한 외부 자문 변호사/변리사를 미리 확보하고 꾸준한
관계를 형성해두는 것이 좋다.
사내 법무팀 직원: 법무팀 내 IP팀 구비는 필요하다. 일반 법무팀이 특허소송
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소송의 진행이 가끔 산으로 간다. IP 소송의
특수성을 잘 이해못하기 때문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의 개발, 신청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 전담인원 및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법무
전문가와 특허전문가를 모두 육성해야 IP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 업계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사내에 채
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해당기업의 인력을 기반으로 IP전문가를 양
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내의 IP실무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분쟁
대응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52-

사내 법무팀 직원: IP팀 또는 IP담당자 배치, IP 관리 시스템 구비, IP관련 대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침해소송 지원 확보, 우리 기술에 대
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특허사무소 업무 연계 등이 필요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인하우스에 IP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길 사
건만 이기거나 이길 사건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법무와 특허법무
는 둘다 구분하여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소송은 침해금지 때문에 cash flow
가 막혀서 회사에게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태까지는 대기업이 합의하고
납품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였지만 부품회사들이 직접 소송을 담당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고 그 경향은 가속화될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IP팀 또는 IP 담당자를 갖추고, 생산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경쟁사의 특허를 모니터링 해야한다. 또한 경쟁사 출원특허 청구항
의 범위가 넓을 경우, 정보제공을 통해 특허등록을 저지시키거나,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팀내 IP전문팀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하여는 특허
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제도, 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대응 컨설팅 사업, 특허전
략개발원의 IP-R&D사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소송대리인: 원고 입장에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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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권리행사 및 방어측면에서 모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
쟁대응 컨설팅 사업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며, 예방측면에서는 한국특허전략개
발원 IP-R&D사업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소송대리인: 특허침해소송과 상호보완되도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제도, 특허
무효 심판 제도, 가처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특허맵) 컨설팅이 도움이 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소송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신청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다. 소송이 생기기 전에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특허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IP R&D가
있긴 한데, 그건 연구개발단계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제품화되는 단계/수출 단
계에서 침해 여부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원고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을 도울 수 있는 제
도, 예를 들어 문서제출명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피고입장에서는 기업비
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강화되면 좋겠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증거 확보를 위하여 미국식 디스커버리나 독
일/프랑스 방법을 합한 전문가 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8)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관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관해 종소기업에 대해 할 만한 조언으로는 적극적인 무효
자료 조사 및 회피설계의 필요성, 협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 피고로서 반격 특허
의 확보 필요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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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특허무효자료 조사 및 회피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내 변호사: 특허권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허
약점 공략과 동시에 사업적 협력방안 제안 등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국내의 침해소송의 일반적인 경향은 1심 결정에 끝나지 않
고 대법원까지 사안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특허무효로 인해 결과적으로 패소
가 되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有경험 기업담당자를 통해 전체적인 분쟁의 청
사진을 한번 짚어본 다음 개별 유형에 대한 사건인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정정, 가처분 등을 전문가 그룹인 변호사/변리사와 함께 상의해야 하여야 한
다. 특히, 분쟁진행 과정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자사에 이
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분쟁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것이 이익이 되
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며 발생된 분쟁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
한다. 다만 해외사건과 달리 국내사건은 손해배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
고, 무효가능성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본래 취지와 달리 승소하더라도 시장에
서는 실익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기업체
담당자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원의 추
세, 동종기업의 대응 등을 탐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과도한 법률비용에 대
해서는 최대한 비용최적화 측면에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되, 자사의 비
용투자도 과감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비용처리에 대한 참조정보를 항
상 확보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기술적 내용을 재판부에 얼마나 잘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
는지가 중요함에 따라 대리인에 대한 기술 설명 및 회사의 적극적 지원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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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IP 담당자를 사내에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IP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을 통한 명확한 침해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특허청,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등 IP 정부기관의 국내외 특허침해소송 지원사업을 적
극 활용하고,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등 관련 심판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소
수의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를 사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방
법이다. 상대방 보유 특허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없는 이상 일부 제소 특허에
대한 무효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어 전략은 효과가 낮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 청구항을 잘 작성하는 특허 사무소 선택과 특허침해
소송에 전문화된 로펌 선택을 위해 평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송
담당직원은 특허침해소송 중에 라이선스 협상 대비 하여 상대방 담당자와 항
상 우호적인 대화채널을 열어 두어야 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한다. 심판은 신속심판이 있지만, 법원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
향이 있다. 소송이 계속 되면 영업에 타격이 크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9) 특허침해소송에 관해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
씀을 부탁드립니다.
특허침해소송에 관해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간판결
제도의 도입·활용, 실질적인 지원사업,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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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중간 판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침해여부 판결(중간판결)
및 손해액 판결을 단계적으로 판결하면 비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액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으나, 현 제도 하에서는 모두 다투고 난 후 판결을 하게 되므
로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에측 가능성이나 합의 가능성 모두 떨어진다.
사내 법무팀 직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지원사업을 들은 적이 없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이 침해소송에서 과감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고액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해외 기업들이 우리
나라 기업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하면 또 그 방향으로 가긴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그간 제도적으로는 고의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방
향성을 가지고 권리자 입장에서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과 별개로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증거입증 절차, 주체,
법원의 고의성 판단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며, 추후 관련 사
건이 누적되면서 세부적인 기준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
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권리행사를 강조하는 현재 개정안 방향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상대방의 전략적 소송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법원이 비대면 변론 기일을 확대하고, 신속·정확한 소송
진행을 통해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변론 기일은 줄이면 좋겠다. 침해소송 발
생시 권리범위 확인 심판 및 특허무효심판과의 관계에서 절차 진행의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면 원고/피고 간의 막대한 시간, 인력, 비용의 낭비가 방지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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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자료제출명령 제도 관련, 피고 입장에서 무권리자입증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이 필요하고, 이는 특허심판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
고에게 소 제기 전 적절한 조사 의무를 명하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Rule
11 17 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해외 기업이 침해자인 경우(특히 쌍방 소송인 경우), 국내 업체에 압
도적으로 불리하다. 법원이 지명한 조사관이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증거조사
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특허 소송에서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심리, 침해
여부에 대한 중간 판결이 도입되면 좋겠다.
사내 법무팀 직원: 특허침해 제품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
면 좋겠다. 미국과 같이 상대방 회사의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사내 변호사: 피고 입장에서는 기업비밀유출이 심각히 우
려된다. 특히 중국 등의 업체가 기업비밀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는 비밀유지대상이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과 같은
attorneys’ eyes only와 같은 보호장치가 도입되면 좋겠다.

인터뷰 결과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17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1. 이에 대한 기사로는

https://www.finnegan.com/en/insights/articles/violating-rule-11s-investigative-requirement-alone-simplymay-not-be-enough-for-exceptionality-determination-to-award-attorneys-fees.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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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5명이
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
자는 11명 중 0명으로 나타났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
한 불이익조항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
태양만을 제시할 수도 있어 침해태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용은 어려운 것 같다. 피고
버티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사내 변호사: 피고 기업으로서 증거제출이 필요 없다는 인
식이 여전히 존재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
에 따른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본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벌
칙조항이 없고 재판부가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확하지 않다.
모 국내 유명 인터넷 회사에 대한 소스코드 검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
이 유리한 증거들만 띄운다.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없다. 행위 태양을 낸다고 해도 실제와 같은 제품인지 알기도 어렵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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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침해 태양을 솔직하게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숨기거나 선
택적으로 제출하거나 위변조를 한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다.
사내 법무팀 직원: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피고가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기존에 피고 서면에서 특허 침해
를 하지 않았다고 여러 행위태양을 나열하며 주장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제조방법 등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특허침해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겠으나, 일반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도 입증책임의 완화로 피고
에게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오히려 특허권자의 보호에 치우쳐 무용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정법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인하는 당사자
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 한정(예를 들어, 제조방법 등)하면 좋겠다.
사내 법무팀 직원: 침해증명이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증명되어야 하는데, 특허권자의 주장이 있으면 바로 피고가 비침해를 증명하는
쪽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사자의 감정사항 설명의무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4명
이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
답자는 11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실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② 감정 자체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 ③ 특히 당사자의 작위의무(설명의무)는 부과되어 있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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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의 제재조치가 없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유인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감정인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감정인의 판단 근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다. 객관적인 감정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법 조항에 비추어볼 때 제
한된 증거를 기반으로 원고의 의견이 보다 반영된 결과가 예상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설명하여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를 위반할 때의 제재가 없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이유
가 없고, 그 설명의 정도도 모호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의 설명 거절에 대한 강제할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
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피고가
제품별 한계이익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불성실하게 설명하였을 경우, 불성실
함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불성실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설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이 없어 성실한 설명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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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 입장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매우 다를 것으
로 보이는데, 감정인이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7명이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
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
하기 어렵다는 의견, ② 피고가 영업비밀 등을 주장하며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제출한다는 의견, ③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
다는 의견, ④ 자료제출 거부사유인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상대방이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사내변호사: 영업비밀 이슈도 있으며, 피고는 어떻게든 불리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
기 어려워 대략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정당한 사유
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 그 판단에 관한 시간 등
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의 거부에 대한 강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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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피고에게만 의무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다. 과거 경험상 법원이 잘 인용해줄 것 같지 않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가 필요한 자료를 축소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문구상 자료제출 대상이 확대된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증명대상 확대 및 제출대상의 증거확대가 있으나, 단서의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는 관계로 해당
규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침해증명의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다.

법원의 비밀심리절차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8명이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
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미국 민사소송처럼 비밀이 엄격히 유지될지 신뢰하기 어
렵다는 의견, ② 피고 입장에서는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향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예: 영업비밀)을 찾아서 자료를 내지 않을 것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한국에서는 미국 민사소송 제도나 실무와 달리, 영업비밀
보호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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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침해자의 입장에서 자료의 제출은 패소를 의미함에 따라 어
떻게든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제재효가 부족하다. 최대한 제출을 하
지 않고 버텨도 제대가 없고 결론적으로 안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
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 법무팀 직원: 당사자가 자료 제출 거부시 강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해
당 자료에 대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실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In camera 에서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
므로 피신청인의 영업비밀보호 등은 효과적이나, 제132조 제1항에서 침해의 증
명을 위해서도 자료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출명령 불허의 경우 신청인
에게는 불의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출명령허부 결정에 신청
인이 즉시항고로 불복을 하려고 하여도 자신의 신청이나 주장이 왜 배척되었
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항고이유를 작성하기도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법원만 내용을 보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
록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 자료제출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밀이 지켜
질지 매우 우려스럽다.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효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6
명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는 의견, ② 실제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손해배
-64-

상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③ 피
고의 자료미제출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된 손해액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④ 향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향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피고의 자료미제출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된 손해액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근거를 제
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거부에 대한 강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사내 법무팀 직원: 실제 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는지 염려하여 제
출이 어렵고, 상대방 당사자가 자료를 보는 것이 우려된다.

실시료 배상규정 합리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6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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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대하여는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증거부족으로 합리적로열티 산정근거를 구체적
으로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의 Georgia-Pacific 항목을 여과없이 받아들
인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합리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합리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보
다 상당한 배상 금액이 책정되어 특허권자의 보호가 선행될 것으로 기대하였
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활발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기존 ‘통상적’이라는 용어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 과소한 면이 있었으나, ‘합리
적’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었음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본다.
사내 법무팀 직원: ‘합리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고의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7
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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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우리나라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위 규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② 고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 ③
원고의 적극적 신청이 중요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④ 원천기술이 아닌 개량기술을 보유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외국기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우리나라는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고의침해를 입
증하기가 어렵다.
사내 법무팀 직원: 미국의 Reading Factor를 어느정도 국내 법제도 현실에 맞추
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사가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해
당 판단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가지 근거만을 제시해도 되므로 상기 규
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 법무팀 직원: 적극적인 신청이 중요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판
단해 줄 필요가 있다.
사내 법무팀 직원, 소송대리인: 고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디스커버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고의성 입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 법무팀 직원: 향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현실화된 손해배상금으로 특허권자인 중소기업의 보호와 국
내 IP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원천기술이 아닌 개량기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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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내수시장에서 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고의성의 기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인
식한 정도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분 배상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6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① 권리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의견, ② 향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③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사내 법무팀 직원: 과도하게 권리자 입장에서 개정된 조항이다. 생산능력의 초
과분도 막상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손해배상의 최대 한도
를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사내 법무팀 직원: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
사내 법무팀 직원: 말그대로 미래 생산량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받는다는 것
은 비현실적이다.
사내 법무팀 직원: 미국은 lost profit의 범위(확대손해)가 넓지만 우리나라는 좁
게 해석하고 있어, 위 규정이 향후 큰 의미를 갖을 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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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직원: 실제 잘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 입장에서 손해액
입증이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내 법무팀 직원: 관련 수량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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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분석의 시사점
본 연구대상인 특허침해소송 관련 판결문,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에 대한 심층인
터뷰 결과, 그 외 국내외 특허소송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의 확보 어려움 및 미제출시 제재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
정된 판결의 73%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7항(현행법 기준)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 관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 상당수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이 손해배상
액 산정 자료 확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손해액 관
련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내지 개인 간의 분쟁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
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
례가 종종 확인된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재 수단 내지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수단도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561 판결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판매 수량에 관한 주장이 계속 번
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세내역에 드러난 피고의 거래 내역을 전부 침해
제품의 판매 내역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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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561 판결]
그러나 다수의 판결례는 손해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제출
된 자료를 근거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했지만 대체
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는 차이가 컸다.
기업 특허소송 실무자들 다수도 관련 인터뷰에서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특
허소송 실무의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손해배상액 관련 자료 확보 시에도 이익액 등 산정의 어려움
침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이익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여전
히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합503488 판결에서도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침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액은 매출액에서 전
체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이는 실시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해당 실시제
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합503488 판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488 사건에서는 전문심
리위원 제도를 활용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이 침해자가 제출한 재무자료 등을 검토
하여 이익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과 비교하
여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추후 손해액 산정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예측가능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및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송당
사자로서는 자신의 회계자료, 제품 원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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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488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침해자에게 침해자 이익
액 산정방법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침해자는
당사자의 대리인(회계사)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매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비밀유지명령의 수명자에서
당사자를

제외하였고,

특허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회계사에게만

rewrite/copy 기능이 제한된 USB를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다.18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가능할지, 모든 당사자 및 대리인이 비밀
유지의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상
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치바 컨퍼런스 발표집 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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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소송 실무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Attorneys’ eyes only 제
도를 통해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다.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및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출액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관할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
해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특히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의 판매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106654 판결에서는 대전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사업총수입, 필요경비가 확인되었고, 침해자가 위
사업총수입에는 다른 제품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신고된 사업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의 판매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는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다른 제품 판매 내역을 포함한 것이어서 그
활용가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521097 판결에서는 침해자
의 영업 매출액이 확인되었으나 그 중 침해 제품의 비중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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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5210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63787 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국
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근거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63787 판결]

앞서 설명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및 침해자 이익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에서 특허권자들은 국세청장 고시 단순경비율 및 그에 따라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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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19 을 침해자의 이익률로 주장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들은 국세청에 대
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한 침해자의 총수입에 국세청장 고시 단순경비율을 곱
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4가합12098 판결은 과세관청을 통해
확인한 침해자의 표준소득액에 표준소득률과 침해기간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
로 인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4가합120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00724 판결에서도 침해자의 매출액
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19

실무적으로 ‘표준소득률 = 1 – 단순경비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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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00724 판결]
반면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05595 판결은 국세청 고시 단순경
비율은 해당 업종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
서 이를 곧바로 침해자의 매출액에 적용하여 그 이익률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0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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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판결은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에 비추어 보면, 침해자가 산정한 자신
의 매출액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은
침해액 산정에 있어 적어도 참고자료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055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12885 판결은, 피고들 제품의 생산,
판매에 따른 이익률은 거래관념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보다는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12885 판결]
이와 같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은 그대로 침해자의 이익률로 인정되거나, 적
어도 침해자의 이익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 내지 기준점이 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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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서 출발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에 의한 손해액 산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권자가 실시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실시료를 수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료
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3203 판결은 특허발명에 대해 원고
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각 연도별 실시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3203 판결]
다수의 실시허락 사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적인(또는
합리적인) 실시료의 주장∙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내지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실제로 해당 특허에 대해 실시허락을 하고 있지 않
거나 실시허락의 개수가 몇 건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실시료를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참고될 수 있는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534581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생한 “업종별 거래사례 로열티 통계”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
로, 침해자가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평균 비율
보다 약간 높은 실시료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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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534581 판결]

증거수집을 위한 형사 절차의 활용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293581 판결에서는, 침해
자가 일부 매출액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침해자의 추가 특
허권 침해 행위 및 이익액 입증을 위한 매출자료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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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293581 판결]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침해 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유죄 인정
의 증거로서 인용되는 것은 실제 침해가 의심되는 것들 중 침해가 확실한 일부
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3가합5576 판결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침해
자가 자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외에 다른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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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3가합5576 판결]
기업 특허소송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 소송당사
자들은 증거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업 실무자들은 형사사건을 통한 증거수집도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복잡한 기술에 관한 특허 사건에서 침해 및 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허
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
다.

손해배상액의 보수적 인정
특허침해소송 판결의 통계분석 결과,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실제 인
용된 금액의 비율은 전부 기각된 경우(인용률 0%)를 제외하고는 0% 초과 ~ 20%
미만인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보고서 제2장 제8항 참조).

-82-

다수의 기업의 특허소송 관련 실무자들도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는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을 들 수 있다. 많은 판결에서 형사사건에서 파악된 수량 내지 침해자가 자인한
수량,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진 수량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변론의 전취지를 고
려하여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서 침해품의 판매 수량이 인정된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원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별손해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1992 판결은 배관재와 자동융착기가 서
로 기능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20

20

위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특허권 침해제품과 경합하는 특허권자 제품이 판매된 후 파생적

매출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 침해행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단순히 그 비특허제품이 특허권자 제품과 관련되어 판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
고, 그 비특허제품이 특허권자 제품과 기능적 관련성이 있고, 그 수요가 특허권자 제품의 특
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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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1992 판결]
2019년에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신설되었고(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0년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침해자가 판매한 제품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방식이 개선되었다(특허법 제128조 제
2항).
그러나 현재 분석 대상 판결에는 위 제도가 적용된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향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상향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손해배상액 산정 이외에도 특허침해 입증에서도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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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침해자측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의
편재로 사전 증거 수집이 어렵고, 소송 제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며, 소송 제기 후
에도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5가합517234 판결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
자의 공사현장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특허침해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특허권자가
가져온 제품이 실제 침해자가 생산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제출한 제품이 침해자 제품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5가합517234 판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도 활용되고 있다. 아래는 특허침
해 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 활용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자 2008카기1879 결정은, 치과기공사인 신청인이
자신은 2key Bridge 시술 방식의 특허권자, 서비스표 등록권자인데,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이 위 시술방식을 광고하고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특허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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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표 등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산청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환자기록차트, 진료기록 컴퓨터파일 등에 대한 법원밖 서증조사를 신청
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컴퓨터파일은 미리 준비한 외
장 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박스에 넣어 봉인한 후 신청인, 피신청인, 재판장의
서명을 받아 법원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환자기록차트는 현장에서 신청인이 지
정한 부분을 복사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증거보전을 실시하였다.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자 2019카기50261 결정은 특허침해소송과 함께 제
기한 증거보전신청 사건으로, 법원은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자가 판매하
는 특정 제품명을 가지는 완제품 및 반제품의 현존, 해당 제품의 성상에 대한
현장검증 및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22

한편 현재 침해자가 판매하는 제품 외에도 과거의 특허 침해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침해자가 과거 제품에 관한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거나,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특허권자가 과거 침해분에 대한 특허 침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다. 이때 침해자의 제품 광고, 유통 역량 등 외에도 침
해자의 독자적인 특허, 디자인 개발 등은 손해액을 낮추는 사유로 고려되고 있다.

21

증거보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증거보전재판실무편람, 2014, 38면

22

다만 위 사건에서는 현장검증 시 채취한 샘플의 물성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자 간에

감정방법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감정인 선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1년 넘게 감
정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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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 판결은, 침해자 제품에 특허침해 부품 이외
에도 다른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침해자의 특허도 침해자 제품에 적용된 점,
침해자가 시장 개발 노력을 한 점 등을 손해액 감액의 사유로 언급하였다.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합503488 판결은 “소비자들의 구매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율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면서, 침해자의 특허
및 신용신안, 등록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구매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손해액을 감액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합503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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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563500 판결은 균등침해의 경우
침해자가 관련 제품 개발에 일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액
을 감액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563500 판결]
이와 같이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권리화 또는 적어도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의 투여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액 요소로 고
려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품제조사 등의 특허침해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는 구성요소 일부만을 실시하였다거나 특허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하청업체로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거나, 구매업체로서 단순히 침해품을 납품받아 영업에
사용 내지 판매한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항변은 많은 경우 배척
되고 특허침해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543605 판결은 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일부 구성요소 실시한 피고 B, 하청 업체로서 일부 구성요소
를 실시한 피고 C,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 D에 대해 모두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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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54360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에서 피고는 침해품을 납품받
았을 뿐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
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
유로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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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따라서 일부 구성요소만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위험을 줄
일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실시권자의 의뢰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부품 등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 부품 판매회사의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정당한 실시권자(제3자에 대
한 실시허락을 할 권한은 없음)의 의뢰로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제3자의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간접침해를 인정하면 실시권자
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
래하며, 특허권자는 미리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시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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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부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조립이 해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품 제조 업체가 국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문
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은 특허발
명을 구현한 휴대단말기의 반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됐지만 완성품인 휴
대단말기의 조립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반제품 생산이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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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관련 심판 등 여러 절차의 동시 진행
많은 사건에서 특허침해 본안 소송과 함께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가처분 신청, 형사 사건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 본안 소송은 특허의 무효 여부, 특허의 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모두 심리하여야 하는 특성상 결론이 내려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
로(특허침해 판결 통계분석 결과 특허침해 본안 소송 1심의 평균 심리기간은 532
일로 확인되었다), 각 당사자가 일부 쟁점에 대해 빠른 결론을 받아 특허침해 본
안 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616 판결의 경우, 특허침해 본
안 1심 판결 이전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특
허무효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관련 형사판
결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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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616 판결]
특허소송의 당사자로서는 예상 소송 비용 및 기간 산정에 있어서 특허침해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여러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소송 수행 중에도 위와 같은 여러 절차를 자신에게 최대
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방안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된 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로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소송기록으로 제출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실무와 맞물려 침해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대한 심층인터뷰에서
도 많은 관계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제출명령의 수명자 또는 특허침해소송 수행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공개한 당
사자는 특허법 제224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비
밀이 해당 소송 이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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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상대방 소송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영업비밀 침해
등이 염려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앞서 설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488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
라 재판부가 비밀유지명령의 수명자에서 당사자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대리인(회
계사)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매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송대리인만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소송대리인과 영업비
밀의 보유자측이 논의하여 구체적인 자료 중 소송 기록에 현출되는 범위를 정한
후 소송기록에 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에 공방이 계속되는 방식으
로 진행되기도 한다.
실무상 위 비밀유지명령신청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열
람등 제한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3 이를 통해 제3자가 판결문 내지 소송
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열람∙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3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

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
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
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
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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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 제224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제도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만 적용
되고 특허 무효 소송(심결취소소송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무효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위 비밀유지명령제도에 상응하는 의무
를 상대방 소송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
고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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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전략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2016년 이후 선고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을 위
한 특허침해소송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본다.
특허분쟁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이하에서는 아래 색으로 표시한
부분 위주로 구체적인 설명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허분쟁 흐름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개발에 앞서 사전 선행기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행기술조사 결과 향후 개발할 제품이 종래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회피설계를 하거나 관련 기술/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하

여야 하고, 특허권자의 권리 주장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특허권에 대한 사전 무
효심판청구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상 선행기술조사의 대상은 국내외 특허공보가 중심이 되지만 기술분야에 따
라서는 학회 논문,24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주요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
특허공보에 대한 검색은 키프리스, 25 윕스, 26 구글 특허 27 웹사이트, 해외 특허청
홈페이지 28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윕스, 특허정보원 또는 선행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인 등에 유료로 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아래는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선행발명을 조사하는 사례다.

24

AI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경우 특허공보보다는 학회 논문에 관련 기술이 가장

먼저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
25

www.kipris.or.kr

26

https://www.wipson.com

27

https://www.google.com/?tbm=pts

28

미국, 유럽, 일본, 중북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국 특허 검색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미국

https://www.uspto.gov/patents/search

유럽

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html

일본

https://www.j-platpat.inpit.go.jp/

중국

http://pss-system.cnipa.gov.cn/sipopublicsearch/portal/ui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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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 스마트검색창]
위 사례에서 발명의 명칭 항목에 원고의 기술분야를 입력하거나, 출원인 또는 등
록권자란에 경쟁사의 명칭을 넣어 검색하면 관련 기술 동향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IP-R&D는 특허 등의 IP(지적재산권)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여 R&D를 기획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기술분야 핵심 특허
현황 분석, 타인의 특허권에 대한 회피 설계, 향후 R&D 방향 설정 및 자사의 핵
심특허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아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제공하는 민간 IP-R&D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한 소
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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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자료29 중 일부 발췌]
중소기업으로서는 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제공하는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지
만, 위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IP-R&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대응 컨설팅 사업, IP보호 사전진단 사업, 특허청
이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에서 출연하는 지원사업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9

https://www.kista.re.kr/usr/com/prm/BBSList.do?bbsId=BBSMSTR_000000000512&menuNo=11001007
&upperMenuId=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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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수출(예정)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수출국의 지재권 분쟁에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보호전략 수립 비용 등의 최대 70%까

사업

지(1,000만원~6,000만원) 지원하는 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호 사전진단 사업

IP보

보호원 지재전문가가 해외 수출(예정)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의 현재 IP 보호 현황을 진단해주는 사업

특허맵은 특허정보의 서지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정리ㆍ분류ㆍ가공하여 특정목적
에 부합되도록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주로 기술동향 파악, 효과적인 기술개발전략 수립, 향후 특허침해 가능성 문제여
부 확인 등을 위해 이용되고, 특허분쟁 과정에서 법원 등이 특허의 무효여부 판
단을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특허맵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맵 예시 1: 특허무효소송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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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예시 230: 연구개발전략 입안 참고용]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강력한 IP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소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핵심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자들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더라도 상대 경쟁자들에게 역으로 특허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관련 시장 매출이 더 큰 경우 특허
소송으로 인한 위험(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등)은 상대방이 더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에서 연구자들의 직
무발명을 회사가 승계받는 경우와 외부 IP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30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36330&menuNo
=200043&page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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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
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이다(발명진흥법 제2조 2호). 기업은 종업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여 발명을 권리화∙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IP를 매입하는 사례로 애플이 2017년 팬택이 보유하고 있던 무선통신시스
템 관련 장비와 방법 등에 관한 미국 특허 11건을 매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위
거래의 의도로서 통신 특허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애플이
치열한 특허 분쟁 상황에서 특허 분쟁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31

특허소송은 소송 진행 절차 및 진행 등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소 상이하다. 이
에 따라 사전에 특허소송에 대해 이해를 갖추어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실
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고

3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7/2017081785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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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분쟁에서의 회사의 목표를 정확히
수립하고 대리인에게 원하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IP 관련 전담인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대
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많은 실무자들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내
IP팀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IP팀은 사내 지적재산권의 가
치, 유효가능성, 특허분쟁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심층인터뷰]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전 미리 갖춰두어야 할 제도는?
[답변] 본인의 경험상 1년에 출원 20-30건 정도 되는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IP팀을 구비하
는 것이 좋다.
[답변] 법무팀 내 IP팀 구비는 필요하다. 일반 법무팀이 특허소송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허소송의 진행이 가끔 산으로 간다. IP 소송의 특수성을 잘 이해못하기 때문이다.
[답변] IP팀 또는 IP담당자 배치, IP 관리 시스템 구비, IP관련 대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을 통한 다양한 침해소송 지원 확보, 우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특허사무소 업무
연계 등이 필요하다.

IP 관련 전문 인력을 구비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허 소송의
쟁점 및 특징, 관련 업계의 소송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평소 IP 관련 대외기관
및 법률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어떠한
기관 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업계의 중요 판결문, 특허분쟁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라이선스 계약
에서의 실시료율 등을 파악해 두면, 특허 분쟁 발생 시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 자
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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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32 를 통해 사건의 진행경과
를 파악하거나,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그 외에도 특허법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서비스33,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판결/결정 서비스34 등을 통해 주요 특허
판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32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3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34

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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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소기업인 부품공급업체가 완성품 제조사와 함께 피고로 되거나, 35 완성
품 제조사가 단독으로 피고가 되는 경우 면책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완성품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 사이에 내부 책임
분담 비율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OEM 생산을 해주는 경우 관련 계
약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
기업이 완성품 제조사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또는 판매로 얻은 이익을 면책 한
도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면
책조항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경우 대안으로 지식재산보호
원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36 아직 그 이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제품 제조사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완제품 제조사에게 부품
을 판매한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정당한 실시권자(제3자에 대한 실
시허락을 할 권한은 없음)의 의뢰로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제3자의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간접침해를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
하며, 특허권자는 미리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시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35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543605 판결은 하청업체에 제품 생

산을 맡긴 피고 B, 하청 업체인 피고 C,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 D에 대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6

https://www.koipa.re.kr/business/sui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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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부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조립
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품 제조 업체가 국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도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은
특허발명을 구현한 휴대단말기의 반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됐지만 완성
품인 휴대단말기의 조립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반제품 생산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안들을 사안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안

대응방안

중소기업이 자신이 공급한 부품

사전에 완성품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내

과 관련하여 완성품 제조사가

부분담비율을 중소기업이 판매한 제품 가격

제소된 경우 (또는 중소기업과

또는 그 제품으로 인한 이익을 한도로 명시

완성품 제조사 모두 공동 피고

할 필요가 있음

가 된 경우)
중소기업이 자신이 공급한 부품

해당 부품의 제조를 요청한 완성품 제조사가

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제소된

라이선스가 있다면 특허침해 책임을 부담하

경우

지는 않음(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
290095 판결)
특허발명을 구현한 제품의 반제품이 국내에
서 생산되어 수출됐지만 완성품의 조립이 국
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당해 반제품(부품) 샌산
은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타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① 경쟁사로부터 이직하는 경력사원이 그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유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타사로부터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106-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및 관련 특허가 있는 경
우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쟁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징구해두고, 상대방 보유 특허권에 대한 조사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컴퓨터 등 회사 시설만을
이용하고, 모든 업무 관련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
지한다는 영업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서약서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스러워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직원의 업무상 E-mail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동의서(이와 같은 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해당 직원이 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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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될 때에도 그와 관련해 E-mail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다고 다투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형태를 불문하고 종전 회사를 포함한 제3자의 영업비밀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자사에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종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직원에 관하여 부서의 배치 전환 또는 계열사 전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동의서

한편 중소기업이 고객사와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고객사의 영업비밀을 이
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공동개발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또는 공동소유권)
를 확보하여야 이후 중소기업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당해 공동개발된 기
술을 특허분쟁 등의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침해소송의 사전 준비
침해 단서를 발견하면 침해 여부 확인, 상대방의 무효 주장 및 무효심판 청구가
능성 검토, 협상 가능성 타진 등의 단계를 거쳐 소송 제기에 이르게 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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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이 진행되면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미리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입수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증거를 확보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입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제 제품 입수가 어렵
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 기사, 광고 등을 통해서도 특허 침해 제품의 구
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무상 침해자가 출원한 후속 특허를 통하여
제품 구성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민사소송법 제375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FAQ] 증거보전절차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란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린다
면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전해 두었다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 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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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특허권자로서는 침해제품을 직접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거나, 향후 침해증거가 모두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일부 사건의 경우 해당 제품이 침해자가 실제 제조∙판매한 제품이 맞는지 문제
될 수 있고, 침해자가 특허 분쟁 제기 가능성을 인지하여 추후 제품의 구성을 변
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의 입수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매 영수증, 현장 사진, 제품 사진, 구체적인 입수 일
시 및 장소 기록, 제품 동영상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5가합517234 판결]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특허침해를 입증하려 하
였으나, 특허권자가 가져온 제품이 실제 침해자가 생산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제출한 제품이
침해자 제품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장 촬
영 사진 및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있었다.

특허 침해 여부 분석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
능하면 특허 침해 제품은 여러 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 소송이 장기
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이 실제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
술적∙법률적인 부분이므로, 특허전문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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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2) 특허발명
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3)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
고, 4) 실시자가 그 실시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
으로 한 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 의심 제
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침해 의심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문언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더
라도 그와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는 경우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FAQ] 균등침해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과 실시제품이 문언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균등침해)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
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특허침해 여부 분석은 아래와 같이 등록특허 청구항에 나타난 구성요소를 기준
으로 침해자의 실시 기술이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침해자
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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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여부 분석 예시37]
한편 특허 침해 소송의 상대방으로는 일차적으로 침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회사
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당 침해 제품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판매
한 부품 제조사, 침해 제품을 납품받아 영업에 사용한 회사도 포함될 수 있으므
로, 이들의 특허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피고는 침해품을 납품받았을 뿐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
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543605 판결]

37

2019. 6. 28.자 특허뉴스 기사(http://www.e-patentnews.com/sub_read.html?uid=5858&section=s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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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한 피고 B, 하청 업체로
서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한 피고 C,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 D에
대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허 침해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노력, 비용
을 들여야 하는 등 경영상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침해자와 적정한 요율의 라이
센싱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허 침해 소송 판결 분석 결과, 특허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결론을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38 많은 경우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는 등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고, 39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0

38

본 보고서의 통계상 심급별 평균 심리기간은 3심이 23.4개월로 가장 길었고, 1심이 17.7개

월이었으며, 2심이 10.7개월로 가장 짧았다. 심급당 평균 심리기간은 16.2개월로 약 1년 4개월
에 달했다.
39

본 보고서의 통계상 분석대상판결 중 특허침해가 인정된 경우는 107건(전체의 28%)에 불

과했으며, 270건(전체의 71%)은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

본 보고서의 통계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전부 기각된 경우(인용률

0%)를 제외하고는 0% 초과 ~ 20% 미만인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 초과 ~ 40% 미
만인 경우가 17건, 100% 인용된 경우도 17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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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거나, 침해자와의 라이센싱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특허침해 중지 관련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경고장 발송/수령 단계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거나, 침해자와의 라이센싱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특허침해 중지 관련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특허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도입된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경
고장 수령 이후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FAQ] 경고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나요?
•

발송인이 특허권자라는 사실(특허등록원부 첨부 가능) 및 특허의 기본적인 정보
(특허명세서 첨부 가능)

•

침해제품(모델명) 및 특허침해사실

•

특허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

권리자의 요구사항(생산∙판매금지, 라이선스 협상을 원하는지 여부 등)

•

답변요구일자(통상 경고장 수령 후 2-3주)

특허권 침해 경고장 예시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 침해 경고장 예시
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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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제목: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로(이하 ‘당사’)부터 제목 기재 건에 대한 법률 업무를 위임 받
아 본 서신을 보냅니다.

3.

귀사의 특허 침해 행위
(1) 당사의 특허
(2) 귀사 제품
(3) 귀사 제품과 당사 특허의 대비

4.

당사의 요구사항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 회수, 폐기
기판매 제품 수량 및 단가 등에 관한 자료 제공
특허 침해 사실 인정 및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

특허침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상대방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내용
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경고장 문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법적 구제절차(소송, 심판)를 제기함이 없이 침해를 단정하고 제품의 생
산자가 아닌 그 거래처 등에 경고장을 보내 거래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업상 피해
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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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는 피고 ***의 특허권(특허번호 제
******호)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고 ***가 피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 중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것 등까
지는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그 침해물의 제조나 판매를 금
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
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인 소외 주
식회사 ****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원
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
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자동여과기까지 철거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위 피
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1) 충분한 법률검토 후 신중한 대응 필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 또는 특허침해소송 소장을 수령하였을 경우, 법
률지식의 부족 또는 당황에 기인하여 안이하게 대응하였다가 추후 분쟁 과정에
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
이 맞는지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혹은 거짓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고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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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우선 법률자문을 받거나 적절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침
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침해 여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특허
권자가 제시한 기한에 맞추어 성급하게 답변을 보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우선 형식적 답변(추후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취지)만을 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주요한 대응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위해 검토할 사항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특허분쟁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한다는 전제
하에, 경고장(또는 소장)을 수령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상대방 특허 및 침해제품이라고 주장된 자사제품의 특정 확인
권리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와, 침해제품이라고 주장된 제품이 각각 특정되지
않은 경고는 유효한 경고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경고장에 위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위 내용의 특정을 요구하는 간단한 답변
만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 특허 권리범위 확인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면 그만큼 자사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할 가능
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비침해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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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와 자사제품의 구성을 비교하여 자사제품이 상대방 특허
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일부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침해가 성립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 특허 무효여부 검토
만약 자사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상대방 특
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면 위 특허에 기한 권리행
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특허의 명세서,
심사자료, 선행발명 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 특허의 무효사유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면 무효심판청구 등으로 역공을 가해볼 수도 있다.
(3) 기타 경고장 수령 시 검토 사항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중단, 회피설계 내지 독자설계 검토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특허권 침해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2019년에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특허법 제128조
제8항),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특허권자에 대
한 3배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경고장 수령 이후에는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라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중단, 회피설계 내지 독자설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협상 검토
특허침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방법이지
만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의 실
시권을 획득하는 것도 경영상 취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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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를 역공격할 특허가 있는지 확인
자사가 특허권자를 역공격할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다. 특허권자를 역공격할 특허가 있는 경우에 라이선스 협상 시에 크로스라이선
스 협상을 제안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절차에 접어든 경우에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경고장 회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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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및 해석의 필요성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때 그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확정하는 것
은 중요한 문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글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적 표현의 구
체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본원칙으로는 문언중심의 원칙, 4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참작의 원칙, 42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43 공지기술참작의 원

41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3

출원으로부터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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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44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문언중심의 원칙 45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도 고려하여야 한다(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참작의 원칙46).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기

44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

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야 하는 것이지만(당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명세서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
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
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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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수준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7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문언이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48

첫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어느 구
성요소 하나라도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되어 있는 사항(구성요소)을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한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발명

실시기술

A+B+C

A+B

침해 여부
비침해
구성 C 가 없으므로, 구성요소를 완비하지 못함

A+B+D

비침해
구성 C 가 없으므로, 구성요소를 완비하지 못함

A+B+C

침해
A, B, C 구성 및 구성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A+B+C+D

침해
A, B, C 구성 및 구성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D 가 추가된 것’은 침해
여부와 무관함.

4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4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특허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구조

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구성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을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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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
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설령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
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특허청구범위는 “A+B+C”로 이루어져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B+C” 이외에 “A+B+D”로 이루어진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A+B+D”
로 이루어진 기술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실시기술

A+B+C

A+B+C

A+B+C

침해 여부
침해
A, B, C 구성 및 구성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A+B+D

A+B+D

비침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님

A+B

비침해
구성 C 가 없으므로, 구성요소를
완비하지 못함

A+B+C+D

침해
A, B, C 구성 및 구성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1)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및 종결부로 된 청구항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및 종결부로 작성된 청구항의 보
호범위 확정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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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에서 전제부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발명 이전에 공지된 기술로
서 그 발명이 출발로 하는 것을 밝혀두거나 특허를 청구하는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 내지 사용분야를 표시하는 문구이다. 이를 도입부라고도 부른다. 청구항
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도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똑같이 발명의 필
수구성요소로 해석되어야 한다.49
특징부
특징부는 특허를 청구하는 구체적 기술구성을 나열하는 문구로 이루어진다. 특징
부는 각 기술구성이 무엇이고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전환부
전환부는 특징부와 종결부를 연결하는 문구로 이루어진다. 연결부라고도 한다.
1)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comprising, including)

청구항에서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추가 구성요소가
있음을 전제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기재된 구성요소에 한정되지 않고 기재되
지 않은 추가 구성요소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A, B, 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은 구성요소 A,
B, C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 구성요소(D)를 구비한 물건에 관한 기술(예를 들어
A, B, C, D)도 보호범위로 한다. 이러한 전환부 문구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
위가 특징부에 열거된 구성요소들만으로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
다.

49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9142 판결, 특허법원 2002. 1. 25. 선고 2001허3019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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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
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
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50
2)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consisting of)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발명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는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A, B, C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은 구성요
소 A, B, C만으로 구성된 기술 또는 물건에만 그 보호범위가 미친다. 따라서 A, B,
C, D로 이루어진 물건은 위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는다.51 이
러한 유형의 전환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종결부
종결부는 통상적으로 발명의 종류나 대상을 정의한다.
종결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37341 판결은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종결부의 휴대용 도자 또는 휴대용 온열 도자라는
기재에 따라 ‘몸체 내부에 전원공급부를 구비하여 일체의 장치로 구성된 도자’만
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5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도 같

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51

다만 이용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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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구성요소(수단)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 구성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특허청구범위를 이른바 기
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
이 “…하기 위한 수단”과 같이 기능과 수단(means plus functional claim)의 형식으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52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 또는 보호범위의 확정도 다른 일반적
인 청구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53 따라서 특허발명의 내용 또는 보호범위
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의하여 제한 또는 확장 해석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각 단계별 쟁점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침해 소송 단계

52

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청구항에 기능적인 표현을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다.
53

기능식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명세서 또는 도면에서 개시된 구체적 구성에 한정(예컨대 청

구항에는 A의 회전력을 B에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한 설명에는 회전력
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어만이 제시되어 있다면, 기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A의 회전력을
B에 전달하는 기술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견해
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입법(미국 특허법 제112조 6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대응하는 구조, 재료 내지 행위 등에만 한정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
다. 명문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 특허법제 하에서는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
는 청구항을 다른 일반적인 청구항과 달리 제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법원 지
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 2014, 264-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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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이하 “금지청
구” 등을 말한다(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등).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 특허침해
소송을 중심으로 침해소송의 개관과 주요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중소기
업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1) 원고
특허침해소송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진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만약 심리결
과 원고가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경우 당해 소송은 기
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자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또는 특허권 등 권
리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지만 54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55

54

만약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송은 침해금지

청구권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기각되고, 통상실시권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소송은 채권자 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된다. 지적재산
소송실무 제4판, 156면.
5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2014, 347, 348면. 참고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은 한국 릴리 유한회사가 한미약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네릭 의약품 출시에 따라 인하
된 보험 약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한국 릴리 유한회사는 특허권자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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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소기업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받을 때에는 전용실시권 또는 독
점적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야 제3자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각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는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상당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56 따라서 중소
기업이 제3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관련 특허권을 공유할 수
있다면 경쟁회사에 대하여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단 다른
공유자가 타 경쟁회사에 라이선스를 허여하지 못하도록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
결해둘 필요가 있다).
(2) 피고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자로 “주장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 주체의 각 행위가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
하는 경우 공동침해가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5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
다222799(병합) 판결은, “피고 C, 주식회사 D, F가 공동의 의사 아래 모든 부품 생

법인인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
구를 배척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2040348 판결)을 지지하였다. 위 사안
에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었다.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합525678 판결 등

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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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여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특허침해 판단시 하나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21.자 2015라20296 결정은 “복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ㆍ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영
업상의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② 복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
를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공모나 공동의 의식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이 완제품 중 일부 부품만을 제조하
는 경우에도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가 있는 경우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
성이 있고, 사전에 관련 특허권에 대한 조사 및 회피 설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침해 제품의 유통체인에 있는 복수의 행위 주체들이 공동 피고가 될 수 있
는지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 판결은
침해제품의 생산·판매한 사람과 이를 구입하여 영업에 사용한 사람 모두가 (손
해가 중복된 범위 내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의 상대방으로는 일차적으로 침해 제품을 제조∙판매
한 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당 침해 제품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
산∙판매한 부품 제조사, 침해 제품을 납품받아 영업에 사용한 회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허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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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침해품을 납품받았을 뿐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
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543605 판결]
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한 피고 B, 하청 업체로
서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한 피고 C,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피고 D에
대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관할
사물관할로서,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은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소가를 산
출할 수 없는 소로 간주되어 58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은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
할에 속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소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재정합의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담부
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관할로서, ①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의 소재지, ② 특별재판적으로서 의무이
행지(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지참재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침
해금지청구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③ 특별재판적으로서 불법행위지(피고의 공장
등)에 관할이 인정된다. 한편 2016. 1.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은 5개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5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

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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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고,
당사자는 위 관할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1) 소송 절차 개요

[특허침해소송의 일반적 흐름]
특허침해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후 법원의 준비명령 및 변
론준비기일 등을 거쳐 1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되는 순서
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필요 시 기
술설명회 등 특허에 대한 설명을 위한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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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특허침해소송 1심 사건의 진행내역이다. 59 해당 사건에서는 소장 접
수 및 답변서 제출 이후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회 변론기일에서는 사전에
각 당사자가 제출한 변론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건
은 총 4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소장 접수로부터 6개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
되었다.

59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사건 진행내역으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정보를 삭제

하였다.
-132-

위 사건 진행내역은 특허침해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 변론기일
의 진행 횟수, 기술설명회의 개최 여부,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 등은 각 사
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소장 작성과 제출, 공격방법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관련하여
실무상 금지청구의 대상은 청구취지의 별지로 기재하는데, 명확한 청구취지와 별
지의 작성이 자주 문제된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금지청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향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아래는 특허 침해 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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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금지청구의 대상을 별지로 특정하는 경우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침해금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지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건의 제품명, 제품 사진(도면), 제품 번호, 제품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별지목록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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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은 피고 제품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hfc, cdma, 광 이외에 간선망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 통
신의 실시형태까지도 포함하는데, 간선망은 여러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
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통신 방식을 지칭
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ㆍ일의적으로 알 수 없
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은 단순히 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정도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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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모델명, 사진 등으로 침해품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 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
침해품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소장 제출 단계에서 침해금지 대상을 충분하기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B2B 제품이어서 제품명, 제품 번호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사
정을 소장에 충분히 설명한 후 소장 제출 후 재판부의 석명 등을 통하여 상대방
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별지 기재를 수정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보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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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금지 청구 중 제조설비의 폐기, “반제품”의 폐기 청구 등은 특허침해행위
(예를 들어 침해품의 판매)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금지청구 대상이라거나 또는
“반제품”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석명이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자진하여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고가 특허침해금지청구 판결이 인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특허권 침해를 반복
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
지는 않다.
[서울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합576205 판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외에도 간접강제를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이를 적법하게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위반 제품 1개당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
급을 명하였다.

침해 유형
특허침해 유형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는 법원 및 학설상 논의되는 침해 유형을 기재하였으나 실무상 문언침해
와 균등침해가 주로 문제된다. 중소기업이 실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를 중심으로 소송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

특허발명

침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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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여부(판례)

문언침해

A+B+C

A+B+C

O

균등침해

A+B+C

A+B+c

O

이용침해

A+B+C

A+B+C+D

O

A+B+C

A+B+c+D

O

생략침해

A+B+C

A+B

X

불완전이용침해

A+B+C

A+B+D

X

선택침해

A+B+C

ⓐ+B+C

X

우회침해

A+B+C

A+ⓑ+B+C

O

1)

문언침해

문언침해는 침해 제품이 당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원칙적인 침해 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
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고,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
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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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을 확인
하고 있다.
2)

균등침해

균등침해는 침해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등가관계에 있는 구
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시 모든 변형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미한 구성요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허침해
를 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침해 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다수는 침해대상제
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①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
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
면, ④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⑤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 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
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위 ① 요건)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
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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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위 ② 요건)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
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균등침해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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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침해

이용침해란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새로운 구성요소도 더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
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
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
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
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상으로는 이용침해와 문언침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은 채 침해제품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만을 대비하여 (새로운 구성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문언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4)

생략침해/불완전이용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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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발명이란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하면
서 특허발명보다 더 열악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이다. 불완전이용발
명은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모
든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므로(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된 생략발명/불완전이용발명는 특허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 생략침해/불완전이용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오히려 특허법
원 2000. 9. 1. 선고 2000허860 판결은 명시적으로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은 법
리상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
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3호),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
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ㅤ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
되지 않는 점{구 실용신안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
법 제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
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
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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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0. 9. 1. 선고 2000허860 판결]
실무상으로는 생략침해에 해당하더라도 몇 개의 구성요소를 뭉쳐서 대비하면서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
A(구성요소 b는 생략됨)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A+b와 균등관계에 있다는 주장
이다.
5)

선택침해

선택발명은 상위개념을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에 대하여 그 하위개념을 구성요
소로 하며,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하는 우수한 작용효과가 있는 발명을 의미한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은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에 작용하는 아실화제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아실화제의 반응성
유도체의 하나라 하더라도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아실화수율 등에 있
어서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라
고 판단함으로써 선택침해를 부정하였다.
다만 실무상 선택침해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침해/균등침해로 주장해볼 여
지는 있다.
6)

우회침해

우회침해란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무용한
물질이나 공정 등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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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135 판결은 불필요한 공정을 추가
하여 외형상의 공정은 등록발명과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발명인 (가)호 방
법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등록발명의 권리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우회침해를 인정
하였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우회침해의 경우에도 균등침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7)

간접침해

특허법 제127조는 명시적으로 간접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
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
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실무상 주된 쟁점은 ① “물건의 생산”이 국내에서 일어나
야 하는지 여부, ②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직접침해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 여부(전용품인지 여부) 등이다.
위 쟁점 ①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은 특허권의 속
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
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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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상 국내에서 반제품 또는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간접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행위자가 특허
침해 행위를 상호 공모하였다면 직접침해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쟁점 ②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다.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은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일반 소비자에게 토너 카트리
지를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한 반면, 대법원 2019. 2. 28. 선
고 2017다290095 판결은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생
산,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부정하였다.
위 판례상 실시권자(예를 들어 대기업)에게 전용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특허
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특허분쟁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위 판례는 실시권자의 제품
에만 사용되는 부품(소위 전용품)에만 해당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위 쟁점 ③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
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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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방법은 ① 비침해 주장, 60 ② 권리남용의 항
변,61 ③ 자유실시기술의 항변,62 ④ 특허권 소진 항변63 등이 있다.
아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예시로, 첫 번째 답변서의 피고는 비침
해 주장을, 두 번째 답변서의 피고는 권리남용의 항변을 제기하였다.

60

비침해 주장은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으로

서 요건사실론상 부인에 해당한다.
61

권리남용 항변은 원고의 특허가 신규성/진보성 흠결, 기재불비, 신규사항 추가 등의 무효사

유가 있어 그러한 특허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6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피고의 실시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3

특허소진의 항변은 특허권자, 실시권자 등이 적법하게 특허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물건에

대하여 특허권은 소진되어 그 이후의 양수인들에게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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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비침해 주장, 권리남용의 항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특허권 소진 등
의 방어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비침해 주장
원칙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특허침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지
만, 원고가 피고의 특허침해 태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는 원고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
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로서는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의무가 면제되나(특허법 제126조의2 제2항), 정당한 이
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
위 규정은 2019. 7. 9. 이후 접수된 특허권 침해사건에 적용되어 아직 구체적인 사
례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최근 특허침해금지 사건에
서 원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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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금력 등으로 인하여 침해자 제품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
기업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의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권리남용의 항변(특허무효의 항변)
특허비침해 주장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어수단이다.
만약 권리남용의 항변은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
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특허무효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특허무효의 사유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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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8806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에
기한 권리남용 판단, 특허권 침해 판단 및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진보성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 다 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기재불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 후 235 판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신규사항 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20. 선고 2006가합51992 판결:
위

보정은

상위개념으로
기술분야에서

하위개념에
보정한
통상의

속하는

최초

것으로서,
지식을

가진

그

명세서의

내용을

내용이
자라면

당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제2, 3항 발명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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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특허가 무
효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대세적으로 (완전하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그 특허
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만들려면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많은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는 기술적
판단의 전문성과 무효심결의 대세효등을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특허무
효심판을 청구한다.
침해소송과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1심 법원의 판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관
할한다.

실무상 특허침해소송 1심은 특허무효 여부 이외에도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손
해배상액 심리 및 이를 위한 증거 조사(감정, 전문가 증언)도 하여야 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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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제기 시점과 무효심판 청구 시점
이 인접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는 특허법원의 판단(심결취소소송)까지 기다려 1심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만약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심리되
는 경우 ① 지적재산권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관련사건은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
되는 것이 원칙이고, ② 당사자가 동일하고 출원된 지적재산권 또는 등록된 지적
재산권의 내용이 동일·유사한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재
배당절차를 통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
한편 특허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특허 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특허 침해 본안 소송 1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특허 침해 소송은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 형사 사
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1심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
하다.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예상 시간과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분
쟁의 확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616 판결]
특허침해 본안 1심 판결 이전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
분, 관련 형사판결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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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판례상 인정되는 법리이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21996 판결은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자유실시기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침해 주장 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침해 여부(침해 주장 제품과 특허발명의 대비) 또는 무효 여부(특허발명과 선행
문헌의 대비)를 판단하지 않고 신속하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침해 주장 제품, 공지기술(선행문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또는 무효의 항변(권리남용)을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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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주장 제

공지기술의

특허발명의

품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요소

A+B+C

A+B+C

A+B+C

비고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능
무효 항변 가능

A+B+C

A+B+D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능
무효 항변 불가능

한편 자유실시기술이 인정되려면 침해 주장 제품 전부가 공지기술에 의하여 개
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때에는 침해 주장 제품과 공지기술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모두 대비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을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특허권 소진
특허소진은 특허권자나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
라 한다)가 특허제품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제품의 사용, 양도 등
에는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권리소진 이론은 특허권 외에도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별로 이를 성문법으로 인정하거나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
서 인정해오고 있다.

특허

법규정

판례

X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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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
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
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
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상표

X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
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
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

제20조(배포권) 저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
자는 저작물의 원본 정432 판결, “적법하게 구입한 저작물을 특정인
이나

그

복제물을 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권리소진의 원칙(저작권

배포할 권리를 가진 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이 해당 저작재산권

대법원 판례해설 제114호, 363면, 저작자 허위표
시 저작물 공표죄의 성립요건 (2017. 10. 26. 선
고 2016도16031 판결), “공표권에서의 공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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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허락을

받아 념상 미공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판매 등의 방법으로 (최초 행사에 의해 공표권이 소진되기 때문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주요 쟁점은 ① 계약에 의하여 권리소진을 제한
할 수 있는지, ② 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경우 권리소진이 인정되는지, ③ 방
법발명도 소진될 수 있는지, ④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⑤ 국제소진이 인정되는
지 여부 등이다. 이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계약에 의하여 권리소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권리소진은 물품의 적법한 판매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64 그간의 논쟁을 정리하였다.65
반면 이에 관한 확립된 한국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법원이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계약에 의하여 권리소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
성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계
약이 있더라도 권리소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 한국 판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64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581 U.S. 1523 (2017)

65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당사자는 권리소진을 배제하는 약정을 둘 수 있고, 권리소진은 그러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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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이후

대법원

6. 9. 2002다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지역으
61965 판결

로 그 상품이 판매 내지 수출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의 출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약정
위반만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66

특허법원

“특허권의 소진은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이 적법

2017. 11. 10. 하게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선고

2017나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장비의 구매자

1001

판결(확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을 것을 조건

정)

으로 부과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
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장비’의 제작ㆍ판매 행위 자체
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 참
가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장비의 구매자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장비를 양도한 경우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
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특
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함.67

서울고등법원

“당사자 사이에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7. 9. 1.자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이 다른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66

이는 조건부 판매 약정에 위반하더라도 상표권이 (국제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67

위 판례의 반대해석상 특허발명의 실시장비의 제작, 판매 행위 자체에 제한이나 조건을 부

과하였다면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157-

2016라21331

않는다면 그와 같은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판

결정(확정)

시함

2)

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경우 권리소진이 인정되는지

실무상 중소기업이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관련 특허가 소진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
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
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등
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
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
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문제된 후지필름의 1회용 카메라와 유사 재생품 사진은 아
래와 같다.

[후지필름 정품 1회용 카메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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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품 사진]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정품을 회수하여 일부 부품을 교환한 재생품
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부품 재생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념해야할 항목이다.
3)

방법발명도 소진될 수 있는지

방법발명의 경우 물건발명과는 달리 양도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권리소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다양한 견해와 하급심 판례들이 혼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은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 저해를 방
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특허발명의 실시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
어 있는 점, ③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
로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국제소진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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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외국 특허권자 등에 의해 해당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특허제품을 국내 특허권자 등의 허락 없이 국내로 수입한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권의 국제소진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특허제품이 수입, 판매되는 경
우 국내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 이상 당해 제품에 대하여 국내 특허권을 주장하
지 못하게 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상표법상 병행수입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한국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
42322 판결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68
특허권의 국제 소진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소 오래
된 하급심 판결 가운데 일정한 조건 하에 특허의 국제소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
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7. 30. 선고 81가합466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7. 30. 선고 81가합46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로서 항암제인 아드리아마이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국내 제약회사로서 항생물질인 아드리부라스티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수입한 위 아드리부라스티나는 원고가 이탈리아에
서 제조한 아드리아마이신제의 일종으로 원고가 이탈리아 도매상을 거쳐 스위

68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만약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상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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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소외 회사에 판매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한 것
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거나, 그와 같이 제조된 물건을 수
입, 판매 또는 확포하는 개개의 실시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상 각각 독립된 것이
고 등록된 국가에서 의 특허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탈리아
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여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없이 피고가 이
를 국내에 수입, 판매, 확포하는 행위는 원고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
의 침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각국에서의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이고, 또 개개의 특허 실시 행위는 서로 독립
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가 위 약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여 적법하게 스위스에 수출함으로써 이미 행사되어 소진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약품이 어떻게 유통ㆍ소비되는가 하는 점은 원고의 제조, 판매행위에
기초를 두고 그 제품이 실수요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관여
할 사정이 아니며, 피고(병행수입업자)가 위 약품을 적법하게 수입한 제3국에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까지 추급권을 행사하여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하면서, 특허권자의 승낙없이 제3국으로부터 위 특허제품
을 수입하였다 하여 특허권이 침해되었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
울러, 가사 제3국에 특허권자의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제품을 수
출함에 있어 특허실시료를 징수하는 등 특허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
라도 적어도 특허권자의 손을 떠나버린 당해 제품에 관한 한 특허권 행사 없
이 유통ㆍ소비되리라는 것을 특허권자도 용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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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소기업이 해외 정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다면, 당해 물건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은 소진되므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만약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상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은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이하에서는 실제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진 변론, 증거 조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변론 및 변론 준비
변론준비절차
사건에 따라 쟁점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9조 제2항).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며, 필요 시에는 2회 이상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
될 수 있다.
사건진행을 위한 화상회의
재판장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관리 화상회의로 아래와 같은 절차 진행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69 실무상 화상회의가 활용되는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변론기일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진행사항

-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전문가진술서 제출
기간,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69

아래 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절차안내,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2018. 9. 1.

개정, 이하 ‘특허법원 소송절차안내’라고 한다)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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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ㆍ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
간

-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기술설명기일 실시 여부

-

침해 여부, 무효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 쟁점별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
의 진행방식

-

조정절차 회부 여부

-

쟁점의 확인 및 정리

위 종합준비서면에 관하여 특허법원 소송절차안내는 ① 화상회의에서 종합준비
서면의 제출을 명한 경우, 항소인은 사건관리 화상회의 후 3주 이내(또는 준비명
령에서 정한 기간)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종합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 종합
준비서면에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주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이나 그 결
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고, ④ 그러
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 임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침해 여부, 무효 여부 (특히 유력한 선
행문헌 검색) 등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두어야 한다.
다만 주장과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되는 실무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에 임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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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준비서면의 제출
변론의 집중을 위하여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72조 제1항). 준비서면의 경우 분량이 30쪽으로 제한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준
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
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규칙 제69조의3).
만약 30쪽을 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허
개수가 많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주요한 공격방법(침해 주장, 손해배상액 산정 등), 방어방법
(비침해 주장, 권리남용 항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등)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기재를 생략한다.
변론기일의 진행
변론기일에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진술,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구술공방, 추
가적인 증거신청 등이 이루어진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
론기일에는 정리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구술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며,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쟁점 중 먼저 변론이 이루어질 쟁점의 순
서를 정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제품을 지참하고 설명 또는 시연을 하는 것도 가
능하다.
특허법원 소송절차 안내는 ① 당사자가 각 20분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술 변론하
되,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 변론 시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② 구술변론을 위
한 변론자료(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기술설명자료)는 변론기일 2 근무
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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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은 각 당사자에게 약 20분에서 30분의 변론시간이 주어지고,
재판부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심의 경우 3회에서 6회,
2심의 경우 2회에서 4회 정도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5) 증거 조사 및 전문가 참여
특허침해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서증, 전문가 증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검증 및 감정 등이 있다.
증거 신청 일반
서증을 제출하거나 증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
한다.

한편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1심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1심에서 채택되어 조사
된 증거와 증명취지가 동일·유사한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1심에서 손해액을 감
정한 경우 그 감정금액을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신청), 신청인은 그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1심에서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
1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절차의 지연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 여부,
그밖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한 사정의 존부를 고려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한다.
이하에서는 서증, 전문가 증인, 검증 등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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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서증은, 무효에 관한 선행문헌 또는 통상의 기
술자 수준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특허등록공보, 특허공개공보, 특허등록원
부, 기술문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되는 원고 또는 피고 제품과 관련된 기술문
헌 등이다.
외국어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어로 된 선행
기술 문헌에 대해서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계
번역(자동번역)하여 제출하면 안된다.
서증이 제출된 경우 상대방은 서면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소위 “성립의 인부”).
성립의 인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① 성립인정(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 ② 부인(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③ 부지(문서가 작성명
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답변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문서에 대하여 성립인정하고 문서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실험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부인 또는 부지로 답변한 후 관련 문서
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서증신청은 대부분 채택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
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09조).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
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
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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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때
5.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의 성상, 현상을 검사
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을 의미한다.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는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서증이 제출되므로 물건
의 성상, 현상 등을 조사해야하는 필요성은 높지 않다.
다만 피고 제품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증목적물의 소재지로
가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검증목적물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신청인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직접 제출하면 되고, 타인이 소
지하고 있다면 제출명령신청 또는 송부촉탁신청을 한다.
아래 검증조서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실시 제품이 소재한 공장에서 양 당사자 및 대리인 참관 하에 제품
의 작동에 관하여 검증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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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기타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
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등의 송부를 촉탁
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위와 같은 공공
기관 등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 보다는 그 공공 등
에게 조사를 촉탁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실무상으로는 과세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많이
활용되며, 관련 제품 분석을 수행한 연구소나 대학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간
간히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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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제출된 사실조회신청서이다.

전문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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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법관이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
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특정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전문가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에 따라 특허의 유무효가 다투어
지는 경우에, 각 당사자가 특허의 기술적 가치 등에 관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교
수 등이 작성한 전문가의견서 및 해당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
원이 전문가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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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명령
원고는 특허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특허침해사실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자
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로 인정될 수 없다.
자료제출명령의 대상범위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자문서, 동영상, 사진,
시제품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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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
132조 제4항).
아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한 자료제출
명령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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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
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특허법 제128조의2).
아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제출된 감정신청서로, 첫 번째 신청서는 원고가 피고의
특허침해로 인한 이익액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사례, 두 번째 신청서는 원고가
피고 판매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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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침해 소송의 각 단계별 개요와 중소기업이 유념하거나 준비가 필요
한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와 사례,
중소기업이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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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사례
손해배상액 산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특허침해의 입증 이외에 손해의 발생 및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 판결문에 대한 통계 분석, 중소벤치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전략 등을 살펴보기 전에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사
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특허법 70 제128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의 성질과
관련 사례들을 살펴본다.

특허법 제128조의 성질 : 민법 제750조의 특칙
특허법 제128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의 특
칙이다.
민법상 손해란 법익의 침해로 입은 불이익을 의미하고, 현재 통설, 판례는 71 차액
설(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었을 이익상태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상태 사이의 차이)에 따라 손해를 인정하
고 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이론상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별손해(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
제품과 경합하는 특허권자 제품이 판매된 후 그 특허권자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
여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비특허제품의 파생적 매출의 감소로 인한 손해)
70

법률 제17422호로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개정된 특허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71

대법원 2000.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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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72
실무상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이 주로 문제된다.
특허법 제128조는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
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특허권자의 손해액, 특허권 침해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추정하지만,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자와 특허권자 간에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
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73 이는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74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있다.

72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1992 판결 등

7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

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
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74

김원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2014. 12.,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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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
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
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
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민법상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를 묻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양도할 수 있었던 수량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쉽지 않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75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제4항의 경우에는 ‘…추정한다.’고
하여 추정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항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

75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4, 7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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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고 있어 이 규정이 간주규정인지, 추정규정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다수설은 추정규정이라고 보고 있다.76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
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제조∙판매능력을 초과하여 생산한 물
건에까지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판매액을 곱하여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으로 산
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의 결과를 초래하여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하는 손해
배상 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77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판매된 침해품이 침해자
의 시장개발노력, 침해품의 품질의 우수성, 가격경쟁력 등의 요인에 의하여 판매
된 것이어서 특허권자가 생산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말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78
한편 2020. 6. 9.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현행 특허법에서 신설된 제2항
제2호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도 특허권
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취할 수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량에 대해 특허권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76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Ⅱ, 박영사, 2010, 183면은 권리자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

는 손해배상 제도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간주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77

손경한 편저, 신특허법론, 법영사, 2005, 799면

78

특허청, 조문별 특허법해설, 2007,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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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i) 침해자
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다는 점, ii) 침해자의 해당 물건 양도 수
량, iii) 권리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 iv)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v)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주요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이라 함은,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청
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
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의미한다.80 양도의 수량이나 대
상, 양도의 형태, 유상 양도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81
대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문언상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82
실무상 침해제품의 매출수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재, 제품별 매출액을 정확하게 분리 산

79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4, 775-776면

8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Ⅱ, 박영사, 2010, 184면. 참고로 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

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
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1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Ⅱ, 박영사, 2010, 187면

82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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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 실무, 침해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특허권자)는 구석명신청, 피고의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침해자의 영업자료에 대한 손해액 계산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
으나, 관련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원은 특허법 제
128조 제7항에 따라 재량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고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란 침해시점에서 침해품과 권리
자의 제품간의 경쟁 관계가 인정되는 권리자의 제품을 의미한다.83 여기에는 특허
권자가 판매할 예정인 물품으로서 침해자의 제품과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포함되는데, 여기서의 ‘대체가능성’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종류라는 관점에서 ‘침해물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권리자의 제품에 수요
가 돌아가는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4
한편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제313447호)의 대상물품인 천정흡음판
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도 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대금을 가리켜 천정흡음판의 판
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인 원고
가 피고의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천정흡음판을 더 판매할 수 있었고 그

83

윤선희, “특허권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이해-“, 저스티스

제80호, 한국법학원, 2004. 8., 118면
84

양창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 제54권 제9호, 법조협회, 2005. 9.,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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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
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대제품 및 부대서비스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의미에 관하여 ‘순이익설 85’, ‘총이익설 86’, ‘한계이익설 87’ 등
이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한계이익설이다.88

85

매출액에서 재료비, 운송비, 보관비 등의 변동경비와 설비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고정경

비를 모두 공제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제되는 비용이 세 학설 중 가장
크므로 특허권자에게 다소 불리해진다. 이 견해는 이 조항이 기초로 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원리상 일실이익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
액이라 본다. 여기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86

총이익설은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판매원가, 제조 및 판매의 직접경비만을 공제한 것을 특

허권자의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 조항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최소한으로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제되는 비용이 가
장 적은 총이익설이 그에 부합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매출액의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제
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는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고 이익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해지므로 손해 전보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87

‘단위수량당 이익’의 의미는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대체제품의 단

위당 매출액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단위당 비용(변동비용
이라고도 칭하는데, 변동비용은 고정비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허품의 판매량에 연관된
비용을 의미하며, 추가생산에 따른 재료비나 운송비,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이 있다)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견해이다.
8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

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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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이익설은 총이익에서 침해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요하는 비용, 변
동경비 등을 공제한 한계이익을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본다. 이 견해는 특허제
품을 생산하는데 새로운 설비투자나 고용원의 채용, 훈련 등이 필요치 않은 경우
라면 변동경비만 공제하면 충분하고, 추가 생산과는 관계없이 항시 지출하게 되
는 고정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89
한계이익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산정방식
단위수량당 이익액
= 판매단가–평균생산원가–평균판매

2010나31446 판결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단위수량당 이익액
= 대당 매출액 – (대당 매출원가 +

2014가합525092 판

대당 판매관리비 + 대당 영업외비

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가합50668 판결

침해기간 중 원고
제품의 판매단가 등
에 근거

2015. 2. 13. 선고
결

비고

원고 제품의 대당
매출액, 매출원가
등 근거

용)
단위수량당 이익액
= 원고 제품 판매단가 - (원고 제품
판매단가  해당 업종 단순경비율
)

국세청장이 고시한
침해기간의 해당 업
종 단순경비율 활용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89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원고가 과거에 판매한 부분에 대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아니라 침해자의 침해행
위로 인하여 감소된 판매수량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므로 특허법은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양창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 제54권 제9호, 법조협회, 2005. 9.,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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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합1166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318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293581 판
결

침해기간 중 원고
단위수량당 이익액

제품의 총판매액,

= (총판매액-총변동비용)/총판매량

총변동비용, 총판매
량에 근거

단위수량당 이익액
= [원고 제품 총매출액 – (매출원가
+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 배송원

-

가 등 비용)] / 원고 제품 판매개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원고 평균 매출총이익률

침해기간 중 원고
90

 원고 제품 판매단가

평균매출총이익률
등 근거

(3)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란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광고,
침해제품의 우수성, 비침해 대체품이 있었다는 사정, 침해제품에 침해자가 가진
다른 특허들이 실시된 사정 등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특허권자 등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이
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구체적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
다만 2020. 12. 10.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물건의 양
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
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

90

매출총이익률 = (총매출액-총생산원가)/총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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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여,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제품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침해제품 판매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
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일실이익’
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의 판매수
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열티)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이
에 대해서도 특허법 제128조 제8항 91 이 적용되어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
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4) 기여도
기여도는 특허가 침해제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특허가 침해제품에 기여하
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많은 특허가 동시에 구현되는 경우 해당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중
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은 저작권에 관한 것이긴 하나,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
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
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
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91

자세한 내용은 아래 6항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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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고 하급심 판결
에서는 특허소송에서도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

기여도 판단
전기밥솥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과 그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고려하면 4.4%{=40%×22%×50%, 전기밥솥에서 기구(본체)
비중은 40%, 기구(본체) 중 뚜껑 부분의 비중은 22%, 뚜껑
부분 중 이 사건 특허발명 부분의 비중은 50%}이나, 침해
자가 투자한 광고비용,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4%라고 판단함
제품 전체에서 침해자 실시 제품이 차지하는 불가결성이나
중요도, 제품 전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따른 침해자 실시
제품과 다른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 제품 전체에서 침
해자의 독자적 기술 유무 등에 비추어, 침해자 실시 제품

특허법원

부분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점, 제품 전체의 생산비용

2017. 4. 21. 선고

측면에서는 침해자 실시 제품인 모터체결기구의 생산비용이

2016나1745 판결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품 전체에 대한 수
요자의 선택 동기 및 고객 흡인력 등 전체 매출성과에 있어
서 침해자 실시 제품이 제품 전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가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도를 70%라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6가합517422
판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특허법원

침해자가 브랜드 가치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매출에 기여한
점, 침해기간은 침해자가 실시제품을 홍보하였던 기간으로
위 기간동안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포함되지 않은 장치도 판매되
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3%라고 판단함
침해자가 부가한 구성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이로 인한 기술적 특징이 침해자 실시제품에 대한 주된
구매동기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50%라고 판단
함
침해자의 실시제품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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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선고

상이 전부 구현되어 있는 점, 위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

2017나1346(본소),

발명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는 기능할 수 없는 점, 일반

2017나1353(반소)

수요자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가

판결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실시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침해자가 위 실시제품 관련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침해자의 매출액 중에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함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020. 12. 10. 시행된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 새로 도입된 규정이다.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으나 특허법 제128조 제5항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일응 특
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의 판단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 제128
조 제5항의 판단기준 및 사례들은 후술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
권자 등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은 경업 관계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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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
시한 바 있다.92

(1) 특허권자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은,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 권
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 상표권자가 위 규정
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
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ㆍ입증
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
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자 등이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93
(2)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저자 주: 현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동일)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

9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9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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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순이익설, 초이익설, 한계이익설 등의 논란이 있으나
한계이익설이 다수설 및 대법원 판례이다.94
한편 침해자의 이익액은 특허권자등이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제128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특허가 침해제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
상액 산정에 있어 해당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참작하는 것이 실무다.
관련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판결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106654
판결
부산지방법원

비고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한계이익(=
실시제품의 총 판매수익 – 실시제품의

-

제조∙판매를 위한 추가 투입 비용) ×
기여율 4%

사업총수입 및 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각 연도별 요경비는 세무서장
소득금액 총액(소득금액 = 사업총수입 에 대한 각 연도별
– 필요경비)

과세정보회신결과
로 산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공사대금

2019. 10. 2. 선고

상당의 매출액 – 상기 공사구역과 관

2018가합45431

련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 원고의

판결

94

산정방식

-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지분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매출액 × 소모품비,

2018. 10. 12. 선고

매출액 대비 한계이익률 29.77%[한계 및 관리비는 한계

판매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
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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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8003

이익 = 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이익 산정시 공제

판결

판매비+관리비)} + 고정경비(=감가상각 대상으로 보지 않
비+임차료+경상개발비)]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05595(
본소), 2014가합
206666(반소) 판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침해기간
동안 매출액 ×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
익 10%{매출총이익 = 매출액 – 제조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았음
제조업은 경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은 점을 고려함
표준소득률은 국세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745 판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 매출액 ×
표준소득률 9.3% × 기여도 70%

청장이 고시한 침
해기간의 해당 업
종

단순

경비율

90.7%로 산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상 그 자체로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객
관적 이용가치가 존재하므로 본 조항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자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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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i)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ii) 권리자가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입증하면 족하다. 침해자
가 실제로 받은 이익액이나 손해의 발생 그 자체를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95
본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통상실시권’의 실시료 상당액
으로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권리자는 침해자인
피고의 매상고, 실시료율(실제 실시허락이 있는 경우 그 실시료율, 당업계에 있어
서의 일반적인 요율 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96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은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
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
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
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
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시료는 실시계약의 비밀성으로 인하여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
고, 특히 국내에서는 라이선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관련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판결

산정방식

95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4, 777-778면

96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4,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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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특허권자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실시허여비용을 지급받고, 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회원과

2016. 6. 16. 선고

그렇지 아니한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실시

2015가합578109

료를 차등 징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

판결

허발명에 관한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한

-

바, 각 연도별 비회원 실시료를 실시료
상당액으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534581
판결

가이드에 포함된 ‘업종별 거래사례 로열
티 통계’에 따른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의 로열티 평균값이 매출액
의 3.21% 내지 3.41%에 이르고, 그 최대
값이 매출액의 65% 또는 10%에 달하여,

손해액

판단시

현행 특허법 제
128조

제7항을

함께 적용

실시료는 매출액의 5%로 인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01년 특허법 개정시 신설된 조문으로 침해사실 및 손해발생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인정을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9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을 주장하려면
특허권자등은 침해자의 판매수량, 판매단가, 제조 원가 등 침해자의 이익액을 알
97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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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
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가 발
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
액을 산정해야 한다.98
(1)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는 실시료 산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 지역 전체에서의
판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 지역에서의 침해품의 판매수량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의 판매수량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침해자가 매입·매출관계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
거나 폐기한 경우,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특허발명의 가치산정이 불
가능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9
(2) 상당한 손해액 인정

9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99

김기영·김병국,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13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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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의 손해액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00
이 때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세법상의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거하여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자금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101
손해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 및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은 권
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102
관련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판결

산정방식

비고

특허법원

손해액 = 침해기간동안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을 국세

2017. 11. 24. 선고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 청장이 고시한 침

2017나1346(본소),

급가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무관한 해기간의 해당 업

2017나1353(반소)

금액을

판결

제외한

금액

×

영업이익률 종

11.6% × 기여도 100%

단순

경비율

88.4%로부터 산출

손해액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 제품의 매출액 × 이익률 20%(통 ‘기여도’라는

용어

2020. 6. 5. 선고

상적인 재료비 및 경비의 종류, 동종 는 사용하지 않았

2017가합560720(

상품을 판매하였던 특허권자의 이익률, 으나, 기여도를 고

본소), 2017가합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인한 수수료 및 려하여 손해액 산

560737(반소) 판결 기타 비용 등 고려) × 20%(구매요인 정
을 디자인, 색상, 재질, 봉제방식, 가격
100

김철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창작과 권리 제40호, 세창출판사,

2005, 18면
101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 2010, 264면

102

이성우,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23-1, 2014. 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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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타요소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봉제방식의
비중은 20%로 판단)
전주지방법원

손해액 = 월 평균표준소득액(= 침해자 표준소득률을 국세

군산지원

가 세무서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에 기 청장이 고시한 침

2018. 1. 12. 선고

재된 매출액 × 표준소득률 11.3% ÷ 해기간의 해당 업

2014가합120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2935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77366
판결

위 손익계산서가 제출된 기간) × 침해 종

단순

경비율

88.7%로부터 산출

기간
손해액 = 침해 제품의 매출액 × ‘연소

-

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의 표준소득률
11.4%

손해액 = 침해 제품 공급 금액 ÷ 5 ( 이익률을 국세청장
침해 제품의 기능은 5개로 볼 수 있는 이 고시한 침해기
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중 1개 기능 간의 해당 업종 경
과

관련

있음을

고려)

×

이익률 비율

10.4%

89.6%로부터

산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허법에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허 침해 인
정 비율이 낮고 손해배상액도 적게 인정되는 한국 현실에서 가중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103

103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1, 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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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97~2017년까지 특허침해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은
약 6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104 미국의 경우 65.7억원으로 105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특허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직전 3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은 13.1억 원에 이르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게
되어 침해 유인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역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06

107

우리 특허법은 특허침해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이 구분되어 있어 징벌적 손해배
상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복적인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허권 침해죄
는 간접침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 108 특허 침해 여부의 판단에는 전문가적인

104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경우 1997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간값이

며, 비교시 우리나라의 배상액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
하여도 1/9에 불과하며 이는 특허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권보원, 통계로 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20년사: 1심판결을 중심으로, 법관
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특정 주제 연수(형사법 신종증거론 등), 사법연수원, 2018,
772-777면
105

2018 Patent Litigation Study. <https://www.pwc.com/us/en/services/forensics/library/patent-litigation-

study.html>
106

2018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

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했다. 특허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
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7

특허청 보도자료(2018. 12. 1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108

대법원은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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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필요한데 검찰 내에 특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많지
않아 기소가 쉽지 않다는 점, 109 법원의 제재 역시 실형선고율이 10% 정도에 그
치고 집행유예와 벌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정형이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효
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
해가 있다. 110 이하에서는 고의적 침해와 증액배상의 고려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111

(1)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의 관계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르면,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

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특허권침해행위를 처벌
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109

검찰연감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특허법 위반사범 4,113명 중 실제 기소된

자는 206명으로 실제기소율은 5%에 불과하며, 2012년의 경우를 보면 718건의 접수 사건 중
23건만이 기소되어 기소율은 3.5%에 불과하며 혐의 없음 34.3%, 공소권 없음 17.6%, 기소중
지 24.3% 세 가지가 불기소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희, “한국특허침해소송제도
에서의 소송남용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43면
110

이우석,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

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216면
111

온주 특허법 제128조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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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라는 용어 대신 ‘고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일반적 의미의 고
의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넓은 주관적 용태들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12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을 설시하고 있다. 제9항에 열거된 고려요소들 중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하였거나(제1호),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가 크거나(제3호), 침해로 인한 침해
자의 이익이 크거나(제4호), 침해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제5호)
등에는 더 높은 손해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증액배상 제도
미국의 증액배상 제도는 향후 한국 특허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법원은 손해의 3배 한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미국의 Restatement of Torts(2nd) §908 (2)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
고가 악한 의도(evil motive) 또는 결과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
으로 타인의 권리를 해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CAFC)이 2007년 Seagate 사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액의 증액 요건과 관련하여 “(i) 객관적으로 특허 침해의 개연성이 높고, (ii) 주관
적으로 침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iii) 특허권자가 위 두
요건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한 경우” 중 객관적 요건을 제거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였다.113

112

온주 특허법 제128조 (2020. 9. 7.)

113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et al., 136 S.Ct. 19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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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할 8개 요소를 기재하
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소위 Read Factor와 유사하다.114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제1호)
위 요건은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법률들 가운데 특허법과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발견된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대기
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115
(2)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2호)
이는 미국 특허 판례상 사안의 근접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적극적으로 고의성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의식적인 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침해자가 특허 침
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회설계를 하여 제품을 변경하여 제조, 판매하였다면 의식
적 복제를 부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14

Read Corp. v. Portec, Inc., 970 F.2d 816, 827 (1992)

115

김성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3배 증액 입법: 고의의 인정과 증액 고려요소”, 「산업재산

권」 제60호(2019),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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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제3호)
손해의 객관적 크기는 물론이고, 동일한 금액이라도 피해자의 영업 규모에 따라
실제 타격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연구개발 비용의 손
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제4호)
위 규정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가운데 제128조 제4항에 의해 배상되
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제5호)
침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다.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제6호)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손해액의 감액 요소인지 증액 요소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일부 견해는 감액 요소라고 보고 있다.116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제7호)
동일한 손해액이라도 침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침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요소로 한 것으로 보인다.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8호)
침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지표이다. 침해자가 침해소송이
제기되자 스스로 제조ㆍ판매를 중단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6

이주환,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

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60호(2019),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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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액 관련 쟁점

실무상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순위를 정하여 적용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08098 판결은 원고가 구하는 적용순위에 따라 손해액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17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의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 등이 당초 받을 수 있었던 가격보다 제
품 가격을 인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침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 문
제된다. 이는 특허법 제128조 규정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손해 유형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해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
하자 피고인 제네릭사가 특허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네릭 제품의 판매

117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액을 인정하

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기하여 손해액을 인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기한 손해액에 관한 심리를 거쳐 그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법 제
128조 제1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에 기한 손해액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심리한 후 이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다
는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
에는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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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행하여 오리지날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되었으나, 대법원이 위 특허법원
특허 무효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선고하자, 특허권자
인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과 특허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이유로 한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제품의 약제급여 상한금
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과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대하여
제네릭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118
다만 위 사건은 제네릭 사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행위 및 오리지널 사의 약가
인하 행위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른 특허 침해로 인한 제품 가격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사건의 판
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국내 특허침해소송 참고 판례
분석대상판결 중 손해배상 심리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는 주요 판결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1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약품의 상한금액에 관

하여 가지는 이익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법한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이익이며, 제
네릭사의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신청과 특허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이유로 한 판매
예정시기 변경신청행위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행위인 고시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원활한 요양급여 보장 및 국민건
강보험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원고의 불이익은 위 제도가 정한 절차
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제네릭사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와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인하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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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실시권자(재실시권한은 없는)에게 특허발명(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
되는 물건을 납품한 경우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는 마찰이동용접방법에 관한 특허권자로, C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 C
에 대한 실시계약에는 C가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생산하여 C에게 전량 납품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
였다. ‘C의 실시가 직접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간접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C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C가 원
고에게 실시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
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각 연도별 실시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구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원
고가 여러 회사들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해왔고 실시료가 유사했던 점이 참
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 법원 및 3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실시권자가 스스로
전용품을 제작하여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통상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납품받아 실시하는 경우에 제3자의 제작∙
납품행위가 곧바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한 실시권자(재실시권한은 없는)에게 특허발명(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
는 물건을 납품한 경우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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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조차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침해 제품 공급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법 제
132조 제5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주장한 수량(과세자료)을 전부 인정한 사례

원고는 경편원단에 대한 특허권자로 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문언침해를 인정하였다. 피고들은 소송 과정
에서 매입∙매출 관련 장부 등의 회계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데, 2심 법원은
피고들이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어
피고들의 거래내역 전부를 침해 제품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매출액에
서 매입, 화물, 염색, 가공, 나염 비용 등 순수원가만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익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토대로 소득금
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주요경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관련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상의 지급 금액을 참작하여,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
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침해자가 매출 규모에 비추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조차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침해 제품 공급 수량
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법 제132조 제5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주장한 수량(과세자
료)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품 매출액 중 특허발명의 기여도가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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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의 영업이익률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를 통
해 개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

특허침해 제품을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에 따라 영업에 사용하였을 때 특
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가 인정된 사례

원고 B, C는 보일러의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의 특허권자로, 보일러 등 제조∙판매
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에서 각각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고 있다. 피고 E는 원고
A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보일러 제조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을 제조하였다.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목재 펠릿 버
너용 내통을 포함한 보일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침해경고
장을 받았음에도 위 보일러를 설치∙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 등 영업을 하였다.
2심 법원은 위 특허에 대한 균등침해를 인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는 현재 영
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특허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주식
회사 D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침해제품에 대하여 생산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2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D의 영업이익율이 단순 경
비율 및 기준 경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전부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액은 이 사건 제품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관련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인 펠릿 버너 없이는 보일러가 기능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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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D가 다른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도는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 주식회
사 D는 특허권 침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의 영업이익율은 단순경비율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F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특허발명
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 법원은 특허침해 제품을 해
당 기업의 사업 목적에 따라 영업에 사용하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여 침
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에 의한 원고들
의 손해액은 피고 주식회사 D가 특허 침해제품을 피고 주식회사 F에 판매함으로
써 얻은 영업이익에 상응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침해자의 영업이익률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을 기초로 손
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이다(피고 주식회사 D의 손해배상액). 특허권을 침해 당
한 중소기업의 경우 위 판결을 참고하여 높은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기업(피고 주식회사 F)이 타 기업(피고 주식회사 D)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
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특허 침해 제품을 제조한 기업(피고 주식회사 D)이 해당
기업(피고 주식회사 F)에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업이익액에 상응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19

파기환송심 판결인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1869, 2019나1876(병합) 판결에서 동일
한취지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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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여러 구성요소를 여러 주체가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 아래 모든 부품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여러 주체 모두에 대해 특
허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단순히 주문에 따른 제작만을 한 경우에
도 간접침해 및 특허 침해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등의 특허권자로 일본 소재 병원에 이를 납품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 F와 함께 침해 제품을 위
병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 F는 미늘(가시)을 제작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카데터 종류를 제작∙판
매하는 회사로 피고 F의 주문에 따라 각 부품을 제작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 납
품하였고, 소외 AR이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최종적으로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
하였다.
1심, 2심, 3심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 D, F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 D, F가 공동의 의사 아래 모든 부품 생산에 관여하
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특허침해 판단시 하나의 주체로 보아
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수출만 하였더라도 피고들은 하나의 주체
로서 수출에 수반되는 양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특허 실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들은 제품 일부가 싱가포르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었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
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
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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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
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심, 2심 법원은 일부 구성요소를 주문제작한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간접침
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주식회사 E는 단순히 주문에 따른 제작만을 하였을 뿐
이고 일반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과실 추정은 번복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여러 업체가 특허 구성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특허 제품 생산에
대한 공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특허침해판단시 하
나의 주체로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이 특허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번복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용한 사례

•

침해 특허의 기여율 산정 요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례(소비자
구매시 고려 요소, 적용된 특허의 수, 해당 제품 시장의 경쟁 업체 현황,
침해자의 광고 및 디자인 등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

원고는 전기 압력 조리기 기계식 안정장치의 특허권자이며, 피고는 전기 압력 조
리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
을 실시하였으나, 2011. 1.경 부터는 전자식 안전장치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0.
경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다 이후 전자식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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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심 진행 중 생산공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으나, 2심 법원은 소제기 이후로도 침해 행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가 설비
변경없이 손쉽게 다시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용하였다. 1심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피고가 제출한 재무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피고 이익액
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따른 피고 이익액이 비슷하고, 다만
그 방식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전문심리위원이 산정한 피고 이익액을
약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의 이익액으로 인정하였다.
1심 법원은 위 피고의 이익액 중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비율을 4%
로 인정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며, 피고가 침해 중단 요청에도 계속 생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시제품에 40개 이상의 특허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특허 구현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가의 1%도 안되고, 피고의 광고, 비용절감 노력 및 기술이
구매동기에 영향을 주었고, 침해제품에는 피고의 등록디자인 30건도 적용되었으
며, 제3의 업체가 시장점유율 10%로 수요가 분산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
였다.
2심에서 1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이익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고, 2심 법원은 위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이익에 대한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기여율은 4%로 인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1심과 달
리 판단하였다. 2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해 전기압력밥솥에서 안전 및 품
질저하의 염려 없이 분리형 커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관심
을 끄는 주요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시장은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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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기술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수요는 모두 원고에게 이전될 것
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기압력밥솥 제조에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부품이 차지하는 가격비율
및 양적비율에 대하여 객관적인 산정 자료가 없고, 피고도 광고 및 디자인에 기
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계사)을 통하여 재무자료를 검
토하였다는 점, 침해 특허의 기여율 산정 요소에 관하여 소비자 구매시 고려 요
소, 적용된 특허의 수, 해당 제품 시장의 경쟁 업체 현황, 침해자의 광고 및 디자
인 등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여율 산정의 구체적인 요소를 설시한 사례(특허발명이 소비자 구매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인지, 특허침해제품에 특허발명과 관계 없는 다른 부품들이 포함
되어 있는지, 특허침해제품에 침해자의 특허도 적용되었는지, 침해자가 시장
개발 및 광고 등에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2013. 10. 1. 골프공 공급장치에 관련 특허권(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골프공을 공급하는 장치)들을 2억 3천만원에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특허권자
이며, 피고들은 2014. 3.부터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은 침해 제품의 판매 개수,
단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제조단가는 부품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하며,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운용비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침해제품에 포함된 다른 부품 및 피고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가 제출한 제조단가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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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골프공 공급장치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구입 시 크게 고려하는 요소이며,
원고는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과 노력을 들였고, 피고들이 싼 가격에 제
품을 판매하여 원고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점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제품들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다른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들의 특허기술도 적용되어 있으며, 피고가 물류∙광고 등에 상당 비용을 지출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해당 판결은 기여율 산정의 구체적인 요소를 설시한 판결로, 특허발명이 소비자
구매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인지, 특허침해제품에 특허발명과 관계 없는 다른 부
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허침해제품에 침해자의 특허도 적용되었는지, 침해자
가 시장 개발 및 광고 등에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요소로 제
시하고 있다.

•

침해 제품이 주문 제작 제품이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고 판단한 사례

•

판매 제품에서 특허가 구현된 부분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한
사례

원고는 에어백의 마운팅 플레이트의 가조립 체결구조에 관한 특허권자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차량용 에어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특허 침해 제품인 H 차량용 운전석 에어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1심, 2심, 3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균등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는 피고 제품은 H 차량용 제품이나,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H 차량용
으로 판매될 수 없어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원고와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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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피고가 침해 제품을 판매한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고, 피고 제품의 판매 사실로 침해 제품의 수요가 증명되었으며,
특허권은 그 자체로 재산권으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 상당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 제품 판매가액에 원고 제품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특허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주장을 배척하였다. 2심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부품의 일부분
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품의 단가 비율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율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체기술이 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120
위 판결은 침해 제품이 주문 제작 제품이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및 특허가 구현된 부분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원고는 반도체 공정 감시 및 제어용 광학 계측기기 제조 회사이고, 피고들은 반
도체 부품 및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로,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가
적용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 실시 제품을 총 13대 제조∙판
매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원고 제품을 13대
120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이후 제품이 생산되었던 기간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인지 불분

명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위 사건은 종료되었다.
-213-

판매할 수 있었고, 이에 원고 제품 1대당 한계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 손해배상액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원고가 구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실시 제품의 판매 대수에 원고 제품 1대당 한계 이익액을 곱
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조사 대상 판결 중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
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일부 기업들 간에
만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가 자신의 제품의 한계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한 것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

통상실시권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사정만으로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 제품의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약가인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들은 해외 제약회사인 특허권자 및 특허권자의 한국내 자회사이고, 피고는
국내 제약회사이다. 피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
여,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피고는 위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특허권이 적용된
피고 제품의 판매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신청에 따라 특허권자 제품의 보험 약가를 인하하는 고시를 내렸다. 이후 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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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특허 침해 및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한국내
자회사인 원고는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하므로 특허발명에 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의 약가등재신청행위에 위법성이 없으
며 피고는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였고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귀책사유
가 없으며, 피고의 약가 등재신청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을 주장
했다.
2심 법원 및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원고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서 특허권 관련
분쟁에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
여 약제 요양급여 결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므
로 피고의 행위와 약가인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피고의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특허권자 제품 가격의 인하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의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 침해 행위 내지 침해자의 약가인하
신청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 따라서 특허권자 제품 가격의 인하가
별도의 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제품 출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판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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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별손해(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제
품과 경합하는 특허권자 제품이 판매된 후 그 특허권자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비특허제품의 파생적 매출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121 다
만 실제로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특허 소진이론에 관한 사례

원고는 감 세절 공정에 관한 발명 및 막걸리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특허권자
이고, 피고는 막걸리 제조 업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감분말이 혼합된 막걸리를 제조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균등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문제가 된 감분말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주식
회사 J로부터 납품받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가 감분말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감분말 제조업체인 J 또는 L로
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감분말 제조업체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고, 원고가 J에게 실시허락을 한 사정도 인
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특허소진 이론에 근거하여
피고의 특허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 소진 이론은 특
허권이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실시되면 그 이후에는 재판매와 같은 또다른 실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특허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J는 원고로부터 특허 실시허락을 받은 자이므

121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19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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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J로부터 특허 실시제품을 구입한 피고에게는 특허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자신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사례

원고는 세라믹 성형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의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건축용
내외장재 판매 업체이다.
피고는 피고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에 원고의 특허권이 적용되었다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해당 카탈로그에 나타난 피고 제품을 특허권 침해 제품
으로 특정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피고 제품을 위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최초 특허권자로부터 공급받았고,
원고가 특허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특허법 제130조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공정 중 온도, 공정 소요 시간 등이 원고의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피고가 피고 제품의 카탈로그에 원고의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명시적
으로 기재한 점, 피고가 피고 제품의 차이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이 수 차례 현장감정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현장감정을 거
절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성분 분석결과 원고의 특허권과 피고 제품이 유
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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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실시 제품과 특허발명이 세부적인 공정 등에만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비침해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들이 단기간 내에 특허권 침해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
제금이 부과된 사례

원고는 콘센트 단자의 부품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콘센트 단자
의 제조, 판매 회사들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
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거나 원고의 특허권이 모인 출원되었다거
나 원고가 특허권 불행사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외에도 간접강제를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이를 적법하게 실시할 권한이 있
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들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위반 제품 1개당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
였다.
특허권자로서는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된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와
함께 간접강제를 청구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행위의 재발 우려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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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례

원고들은 촉매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 및 특허권자의 모회사인 미국법인으로, 촉
매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기화학 제품의 제조∙판매
업자이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실시 제품이 전량 수출되었다는 사실 및 해
당 제품의 수량 및 수출신고금액이 서울세관장 및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원고는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하
여 위 금액에 피고 실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원고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은 변동비용의 구체적인 항목
이나 세부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이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원고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을 그
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i) 피고 제품들의
수출신고 금액은 원고 제품의 매출액에 근접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 ii) 관련 기
술 분야에서 원고 제품을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원고가 피고 제품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
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iii) 피고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 자료를 전혀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iv) 피고가 피고 제품을 특허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생산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기술자료를 입수하여 생산하였을 가능성
이 있고, 연구개발 비용 등이 투입되지 않은 피고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 v) 피고가 장기간 동안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원고와의
분쟁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점, vi) 피고가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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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영업이익률 등에 관한 자료를 명시적으로 거부
한 점 등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였다.
한편 1심 법원은 실시권자에게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사정만으
로는 실시계약의 내용이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모회사인 미국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은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요소를 구
체적으로 설시한 사례로, 피고가 법원의 석명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영업이
익률 등에 관한 자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한 점을 주
목할 만하다.

•

복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 공동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간접침해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원고는 스티커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피고 B는 스티커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가 대표이사고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D
는 종이관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접착 원단을 생산하여 피고 B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B는 접착 원단을
이용하여 디자인 인쇄물을 생산하였으며, 피고 B는 하청업체를 통해 가공 공정을
마친 스티커 완제품을 피고 D에 납품하였고, 피고 D는 스티커 완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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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복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
배∙관리하고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또는 2) 복
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수 주체가 공
동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피고 B
가 하청업체를 통해 가공 공정을 수행하였으므로 완제품을 실질적인 지배와 관
리 하에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 피고 C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스티커 완제품 외에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접착 원단, 디자인 인쇄물에 대
한 폐기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접착 원단, 디자인 인쇄물에 대한
폐기 청구를 인용하려면 위 물건들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1심 법원은 위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
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곤란하나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은 보다 쉬우므로, 피고 C가 다른 용도에 관하여 구체
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 C가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
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접착 원단, 디자인 인쇄물은 특
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실시 제품이 ‘특허발명
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책임을 부과하였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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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도 개선안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소 제기 전 상대방의 특허침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하
여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목적물 제출명령제
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피신청인이 증거보전절차에 불응 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증거보전 집행 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을 대동하거나 시정장치의 직접해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증거보전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표준매뉴
얼 등이 제작, 보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증거보전 시 수명법관 한 명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다.122
한편, 증거보전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이 함
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증거보전청구인에 대해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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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소송원인이나 방어방법에 관한 모든 장부,
이메일 등의 자료를 당사자들이 확인하게 되어 특허침해 및 손해발생 사실의 입
증이 용이하므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있어 왔고, 특허청에서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 분쟁 시 자료목록 제출 신청, 전문가의 사실
조사, 자료 소지 부인 시 확인절차,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금지, 불이행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미국식 디스커버리와 완
전히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해외기업의 국내기
업에 대한 소 제기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자료제출명령제
도의 문제점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허법 제132조 제4, 5항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위 규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실제로도 법원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124

124

“법원으로서는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
만 위 규정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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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료제출명령 불응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명령신청서에 자료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법원이 진실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 주장을 명확화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125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된 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로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소송기록으로 현출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허법 제132조 제1, 3항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료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자료제출명령의 수명자로서는 특허법 제224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통
해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지만, 비밀유지명령의 수명자를 누구로 하여
야 하는지(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을 수명자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어떠한
송달절차를 거쳐야 비밀유지명령의 효과가 명확히 발생하는 것인지, 가처분 사건
에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경우 본안 사건에서도 위 비밀유지명령의 효과가
계속되는 것인지(본안 소송이 가처분 소송에 관하여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에 해당하는지) 126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및 기능과의 조화 측면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취한 모든 입증태도를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가합582904 판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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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위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서도 별도로 비밀유지명령 등을 신청

하고,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등(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을 본안 사건에서 제출하기 위하
여 문서송부촉탁 등을 활용하여 법원을 통해 소송기록을 재입수하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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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적 수단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127

앞서 수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제도
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
는 방향, ②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①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은 전
술한 문서제출명령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②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이미 학계에서 해외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등과 비교하여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법론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 기여도 산정 법리 개선
(고려요소의 구체화, 증명책임의 명확화 등), (2) 한계비용 공제 법리의 개선(개념
및 공제범위의 명확화 등), (3) 침해자 이익 추정 법리에 대한 개선(준사무관리 법
리의 적용 등), (4) 법원 재량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의 개선 등이 제안
된 바 있다.128

127

“법원으로서는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
만 위 규정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기능과의 조화 측면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취한 모든 입증태도를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가합582904 판결)
128

특허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연구”,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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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인터뷰지]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발주기관 : 특허청 / 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율촌)

-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인터뷰 -

1.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1)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이 소송당사자인 특허침해소송에 관여한 경험이 있
으십니까?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셨습니까?

(2)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6-

(4)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중소기업 입장에서 알아두거나 유의해야 할 특허침해소송의 특징이 있다
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전 미리 갖춰두어야 할 제도,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관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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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침해소송에 관해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
씀을 부탁드립니다.

2.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가. 특허법 제126조의2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
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
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8.]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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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특허법 제128조의2 : 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
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
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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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 : 자료제출명령대상 확대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 특허법 제132조 제2항 : 법원의 비밀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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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9.>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 특허법 제132조 제4, 5항 :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효
제132조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
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
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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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실시료 배상규정 합리화 (통상적 → 합리적)
제128조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합리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9. 1. 8.>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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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 : 고의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128조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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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실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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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4. 6. 11.]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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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특허법 제128조 제2항 :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분 배상
제128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생략)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
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
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개정 및 도입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이 언급, 요청, 이행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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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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