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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제1장 서 언

1. 연구의 의의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소위「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권리를 부여
하던 종래의 ‘심사주의’ 심사제도를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
여하는 소위 ‘무심사 선등록’제도로 바꾼 것에 그 특징이 있었다. 이는 기술이 급
변하는

실용신안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고안의 기술사장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화 할 수 있는데 유
리하다는데 그 제도채택의 취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선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은 제도 시행 약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원 후 기초적 요건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되는 무심사주
의의 외형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리성의 인정과 그 행사를 위하여서는 기술평가
라는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는 변형적인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등록된 권리이나 그 지위가 모호하여 일반 공중이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라는 문
제점과 동시에 기술평가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권리의 실질적 인정을 위
한 처리기간이 현실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권리의 조기행사
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되는 문제 등의 무심사
주의와 심사주의 제도 양측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모두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용신안의 출원이 감소하여
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기술의 사업화
가 급한 부분에서의 실용신안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관들에게 복잡한 제도적
성격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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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여건도 변
화하여 이에 따른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발전적인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행 4년이 경과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이러한 시행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용신안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중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혹은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 주된 방법론으로 주요국의 실용신안제도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실용신안심사제도의 각 국가별 고찰과 현행 우리나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두 가지 방
법을 채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혹은 그 제도
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채
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비교법적 고찰은 i)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채택과 운영
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재권제도 선진국에서의 무심사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ii)주요한 산업상의 경쟁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와 그 무심사
제도 그리고 iii)무심사제도를 원칙으로 하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심사주의적
성격을 가미한 실용신안 심사제도를 최근 채택한 호주의 심사제도, iv)마지막으
로 유럽연합의 통일 실용신안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의 심사제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보고서는 실용신안제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각계 각층에게 현행 제도
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도의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제도 수요자
및 시행자 등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제안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
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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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실용신안 심사제도

1. 심사주의제도
우리나라 구법에서 채택한 실용신안 심사제도로서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
후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실질요건을 심사하여 실용신안
을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사주의 심사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과 특
허와 심사제도에 있어서 절차상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단, 그 심사의 내용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과 진보성의 수준이 특허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심사주의는 당해 출원한 고안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 및 실용신
안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 신
뢰성이 높고 부실 실용신안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의 유․무효를 둘
러싸고 벌리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권리의 존재가 안정되고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주저할 염려가
없는 등의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사주의는 권리설정을 위한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권리가 등록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문제가 된다. 심사건수가 많아져서 심사가 장기화되면 출원인에
게 큰 부담이 되며 심사를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도 심사의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심사적체가 심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 실용신안법에서 채택한 제도는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심사주의 심사제도는 실용신안의 등록과 권리성을 특허청이 권한
있는 결정으로 부여하게 되며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유지 및 행사에서 출원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제도로서 심사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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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권리성을 담보하는 명확한 제도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구 실용신안법, 일본 구 실용신안법, 대만의 실용신안법, 스페인, 브
라질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1)

2. 완전 무심사제도
완전 무심사주의 즉 원래 의미의 무심사주의의 특징은 실용신안을 등록 받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형식요건 내지 기초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완전 무심사란
등록이후 기술평가이던 조사보고서이던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특
허청의 일체의 심사행위가 권리성 인정을 위한 절차로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권리성의 인정은 오로지 심판이나 소송의 단계에서 즉 권리자체가 분쟁의 요인
이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특허청의 심사가 아닌 다른 절차나 소송에서 이루어
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무심사제도는 출원의 형식적 사항이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
부만을 심사하여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실용신안을 허
여하므로 권리설정이 신속하고 고안의 공개가 조기에 이루어지며 심사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되므로 심사의 부담이 없다는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권리의 설정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고안의 실시를 서둘러야 하는 life-span이 짧은 기술의 사업화에 유리할 것이
라고 일응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실용신안을 허여하기 때문에 부실한 권리가 양
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유․무효 분쟁의 소지가 높고 권리의 안정성이나 신
뢰성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장점으로 고려된 조기 사업화의 가능성도 그 투자자
본의 유치나 사업망의 확보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또한 기초적인 심사만으로 등록되는 심사제도이기에 그 비용이 적을 것이

1) 윤선희, “실용신안무심사제도의 도입의 문제점”, 「지적재산권 논문집(제5집)」, 대
한변리사회 (1998년 6월), 371-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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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대되지만 분쟁의 소지가 높아 분쟁 발생 시 추가적인 절차적 경제적 부
담이 클 수도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위 완전 무심사주의란 출원인이 그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
진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출원인의 책임 하에서 결정하는 것
이 원칙이다. 이는 절차의 간소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권리의 불확실성을 감내하
는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데 완전 무심사주의는 제도 운영의
부담이 제도의 수요자 측 즉 실용신안 출원인과 등록권자에게 보다 많이 주어지
는 제도로서 제도의 이용에 수요자의 수용의지와 이용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고 하겠다.
완전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로서 분류 될 수 있는 국가는 현 일본 실용신안
법, 독일 실용신안법, 프랑스 실용신안법, 중국 실용신형법,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의 실용신안법을 들 수 있으며 그 추진이 중단된 1995년 EU의 공동
체 실용신안제도(안)에서 채택이 논의된 바 있다.

3. 우리나라의 선등록제도 (제한적 심사제도 혹은 형식적 무심사제도)
위에서 살펴본 완전 무심사제도하에서의 권리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심사제도의 근본적 기초인 형식적 내지 기초적 요건심사만으로 실용신
안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후에 권리의 유지나 취소의 결정(이의신청시)이 필요
한 경우 특허청이 수행하는 기술평가제도를 실체적 심사로 하여 그 권리성을 결
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무심사제도에 이러한 실질 심사 요소를 가미한 이유는 무심사제도의 가장 커
다란 단점인 권리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즉 등록
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발명 등의 사업화 기간을 짧게 해 주면서 기술평가
제도로서 권리성을 담보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등록된 권리가 그 기술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불확실한 상
태를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기술평가제도가 권리성을 결정하는 절차로 인식되어
출원되는 권리의 상대부분이 기술평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는 심사부담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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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권리성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정정
제도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심사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용신안법, 호주의 innovation patent제도가 이 범주에 속
하는 심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개요

1. 기초적 요건의 심사
기초적 요건심사란 고안이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진보성
여부의 확인 등과 같은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
서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명세서로서 기술공개를 위하여 보호범위의 파
악이 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 출원 내용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는 것이다.
실용신안법 제12조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출원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요건으로 ① 보호대상의 위반여부 즉, 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인가 여부 ②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인지 여부, 즉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고안이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
란하게 하거나 공주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인가 여부 ③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위반여부 ④ 단일성 위반여부 ⑤ 명세서 또는 도면의 필요사항 기
재여부 ⑥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신규사항 추가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기초적 요건심사 결과 심사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한 보정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관에 의하여 각하 된다.(12조 3항) 다만, 심사
관의 각하결정은 출원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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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출원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대
하여 자진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관의 출원각하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
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한 내에 제출된 보정서가 보정명령에서 지적한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당초 보정명령과는 다른 불비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심사관은 이를 다시 보정
명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새로운 보정명령에 응하여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의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등록의뢰에 의하여 설정 등록된다.
이러한 기초적 심사요건 중에 실체적 심사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호대상의
위반 여부, 명세서 또는 도면의 필요사항 기재 여부 등의 판단에 관련한 것 등
이 지적되기도 한다.2) 즉, 기초적 요건 심사가 최소한의 불합리한 요소를 사
전에 제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3)는 취지라면 명세서 또
는 도면의 필요사항 기재 여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청구범위의 필수 구성 결여
여부’ 등의 사항은 출원된 고안의 기술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가능한
실체심사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술평가제도와 정정청구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의
심사 없이 기초적 요건 심사만으로 등록 즉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실용신안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실체적 권리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완
전 무심사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공이
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기술평가 혹은 조사보고서제도이다.

2) 석기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2002.7,
33-34면
3) 특허청(심사2국),「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해설」, 명헌문화사, 199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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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실용신안법 상의 기술평가는 이러한 기초적 심사만을 통한
권리등록을 보완하여 권리의 유효성 여부를 최종 확인 내지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서 기술평가의 의의를 갖는다. 즉 부실권리의 발생을 억제하고 권리행사의 요
건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법이나 독일법 상의 기술평가제도나
조사보고서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된다. 따라서 기술평가 사항에 대한 실
질적인 심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심사의 결과가 등록유지결정이나 등록취소결정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평가의 내용은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에 대한 평가와 요건 불비
의 판단은 물론 외국인의 권리능력 규정위반 여부,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조약
위반여부 등의 실체적인 요건 위반 여부도 그 판단과 결정의 내용으로 한다.
기술평가는 고안의 권리자, 이해관계인, 제3자는 물론 특허청 심사관 등 누구
든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면 등록공고전이라도 언제든지
기술평가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의신청에 의해서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청구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항이 2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
야 한다. 한편 청구된 기술평가는 취하될 수 없다.4)
실용신안이 기술평가에 의하여 등록유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등본을 제시
하여 권리자는 침해자 등에게 경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등에 의해서 심사관의 취소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정정 후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일 것이라는 조건하에 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 ③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의 경우 등
은 허용된다.
정정청구제도가 우리나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기

4) 실용신안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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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평가가 권리의 부여라는 결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정
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하고 정정청구에 대한 불인정이 있을 경우 불인정 이유를
통지하여서 다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불인정하거나 인정하
는 경우 모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술평가서에 기재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를 갖게 되는 때문이다.

3. 이의신청
우리나라 실용신안법 제47조는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기초요건심사만으로 등록된 부실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실용신
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공고가 되어 3개월 이내에 있는 실용신안권이 된다.
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관은 실용신안권 또는 의의신청인이 신청하
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한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의신청인에
게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이 직권 조사한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은 이의신
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5)
종래 심사주의 구 실용신안제도하에서 이의신청이 실체심사에 의한 설정등록
에 대하여 그 처분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과 더불어 재심사를 구하
는데 그 취지가 있음이 비하여 현행 선등록제도 하의 이의신청은 방식 및 기초
적 요건만 심사하였을 뿐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설정등록 하여 이의이유를 제시
하고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실체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구법하의 이의신청과는 그 의의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6)
따라서 이의신청의 이유에는 실용신안권의 실체적인 요건7)을 불비한 경우를
5) 실용신안법 제48조
6) 석기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관한 소고(2)’,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2002. 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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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므로 실제적으로 기술평가 이전에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것이 되어 기술평
가청구, 무효심판청구 등의 제도와 중복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예를 들어 이의
신청에 의한 이의심사결과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유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
상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서 상의 유지결정 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의 중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평가보
다 이의신청이 먼저 처리됨에 따는 권리행사시기의 지연, 중복심사에 의한 심사
인력의 낭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게 된다.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그 실용신안의 취소는 심판
이나 소송으로 제기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의 채택은 권리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중복적 제
도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

4.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49조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
효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심사제도하의 무효심판의 청구는 실

7) 실용신안법 제47조 1항의 내용으로써 정리하면: ①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에 위반한 경우 ②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
안인지 여부, 신규성 진보성의 여부 등 실용신안등록요건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
국기,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 할 염
려가 있는 고안인 경우 ④후 출원이 등록을 받는 등 선출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일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⑥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이 실용신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실용신안권을 받은 경우 ⑦특허청 및 특허심
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⑧조약에 위반된 경우 ⑨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기재요건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⑩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있어서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⑪이중출원
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특허권으로 설정등록 되어 특허권이 포기되지 않았을 때에
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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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심사를 않은 권리 부여라는 처분적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구하여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8)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 침해소송을 당
한 자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등을 말하고 법인이 아
닌 사단 또는 재단도 관리자나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무
효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무효심판의 사유는 권리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이 소멸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
던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은 이미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이나 기술평가
에 의한 권리성의 판단과 결정절차를 같이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과 독일
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즉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
이 일본과 독일의 완전 무심사제도하에서 무효심판제도가 실용신안권의 권리성
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 비해서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의
신청제도에서 실용신안의 권리성을 다툴 수 있고 기술평가 또한 권리유지 취소
의 결정으로서 그 권리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무효심판과 이의신청/기술평가제도는 일본과 독일의 무효심판제도에 비
해서 제도의 중복적인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중복적인 문제
점은 무효심판이 기술평가보다 먼저 청구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
본 이의신청의 경우처럼 제도의 비효율적 측면이 남아있게 되어 무심사제도 원
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실용신안권의 행사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권리의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
8) 정양섭, 「특허심판(이론과 실무)」, 대광서림, 1999,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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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술평가의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즉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침해금지(가처분도 포함) 등의 권리행사는 먼저 그 침해자
에게 경고를 하여야 하고 그 경고에는 유지결정된 기술평가서의 제시를 의무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경고를 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하였어도 유지결정의 기술평

가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여도 권리자의 청구는 인정
되지 않는다. 권리자가 제3자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
술평가를 청구하고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그 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9)
만약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권리가 무효 또는 취소
되었다면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등록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
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따라서 이 경우 권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 거증책임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것
이다.
또한 실용신안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
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실용신안법 제46조에서 준용
하는 특허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과실추정의 규정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권
이 설정 등록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도 기술
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은 실체심사를 거친 특허권과 그 권리의
유효성 측면에서 성격이 같다 할 수 있으므로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
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에서와 같은 과실추정규정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11)

제3절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문제점

9) 실용신안법 제44조
10) 실용신안법 제45조 1항
11) 김원준, 「특허법」수정판, 박영사 (2001), 896-8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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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선등록제도 도입시의 논의
1997년 최초로 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로의 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논
의가 본격화 될 때 특허청의 최초의 안은 완전 무심사주의제도였다고 한다. 그러
나 그 제도의 채택과정에서 변리사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딛치고 권리의 불확실성
이라는 측면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원래 기술평가제도의 감정서로서 작성
하는 방식에서 권리 유지 취소를 확정하는 결정제도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당시 특허청은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
하고 당시 종결기준 약 36개월 걸리던 특허․실용신안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 개선안으로서 무심사주의 선등록제도로의 개정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 선등록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문헌을 보면 무심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변리사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무심사제도
의 도입을 실용신안제도 폐지의 前 단계로서 간주하고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의 산업발전 정도와 실용신안 출원 현황을 근거로 그 도입의 시기
상조론를 주장하였고12) 도입 취지였던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기술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무심사제도의 도입 대신 우선심사제도의 개선운용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13)하고 기술평가서 작성이 심사 이상의 업무부담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였는데14)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리사들의 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의 유지 주장과 완전 무심사주의 실
용신안을 염두에 두었던 특허청의 정책제안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 현재의 변형
된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로 보여진다.
12) 정광선,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록제도 도입의 문제점’,「창작과 권리」,통권12호,
세창출판사, 1998년, 82면
13) 앞의 논문, 92-93면.
14) 앞의 논문, 95면. 전체출원의 10%정도만이 기술평가서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판
단하던 특허청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당시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비율이 50%를 넘어
섰던 바 최소한 실용신안 출원의 50%는 기술 평가서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 이는 2002년 현재 약 37.1%의 기술평가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변리사측의 견해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하였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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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컨데, 1997년 실시 되었던 법 개정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가 그 대상에
서 변리사, 산업재산권법학계, 대기업 등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 80사, 벤처기업
34사, 개인발명가 30인 총 144사/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응답자 58사/인의
의견을 토대로 업계의 의견으로 추정하는 등 그 정책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특허청의 정책입안과 단순히 실용신안의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실체적 심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에 집착한
변리업계 등의 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무심사제도를 만들어낸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일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당면한 문제점
(1) 권리의 불확실성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제도적인 약점으로 권리의 불확실성은 제도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의 심사없이 등록되어진 권리의 존재 자체가 실용신
안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다.
실체심사 없는 등록증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므로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예전의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
된 실용신안과 혼동하여 그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등록된 권리이지만 사업화를 위하여 그 사업화 자금이나 R&D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선등록제 하의 실용신안권의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유사기술의 등록건수가 증가
하여 사업화 등의 계속적 추진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확신을 위한 감시부담이
증가한다.
한편 이러한 등록된 권리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변형된 무심사제도 하에서
는 기술평가청구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기술평가
심사의 부담으로 악순환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후술할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권리의 불확실성의 문
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히 기업의 특허실무자 및 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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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층에서의 문제점 제기는 그 지적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현 제도의 권
리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동에 장애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성의 없는 등록권리라는 제도적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지재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법적 인식 내지 전통적 관념에 비춰
볼 때 무심사의 선등록제도란 개념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
이다.

(2) 권리 부여의 비효율성 대두
도입 당시 특허청의 예상으로는 당시 등록된 권리에 대한 심판 청구율이
3.2%(출원건수 대비1%)이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사업화율이 18%(출원건수대
비 6%)이므로 기술평가서 청구율이 예방적 청구를 고려하여도 출원건수 대비
약 10%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선등록제도 도입 후 기술평가 청구율은 꾸준히
3-40%대를 유지하는 등 기술평가의 청구 즉 심사의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여
구 실용신안제도 하의 심사청구율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기
술평가를 권리결정의 제도로 만든 결과로 이를 지지하기 위한 이의신청과 정정
청구제도 등의 채택으로 인하여 그 심사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실제로 특허법과 비교하였을 때 그 심사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특허법이 [실체심사-최초거절이유통지-보정서-(최후 거절이유통지-보정서)-특
허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하여 실용신안의 경우 [기초요건심사(보정명령보정서-설정등록)-기술평가(취소이유통지-정정청구-정정불인정통지-정정의 보정
-기술평가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명백히 그 제도적 복잡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수요는 줄지 않고 그 처리 과정이 복잡해진 심사제도를 갖게된 선등록
제도 하에서 심사관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그 처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평
가를 신청한 출원인들의 불편은 심해진 것이다. 기술평가 착수 기간은 2000년
11월 기준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행 초기(1999년 7월)의 2개
월에 비해 급격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청구불인정 통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실용신안 한 건의 기술평가를 통한 등록유지/취소결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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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특허 한 건의 심사업무 보다 과중하다는 것이 심사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
들의 고충이다.
또한 실용신안 기술평가 업무량이 많아 그 영향으로 특허심사기간의 단축효과
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실용신안 출원량이 다소 줄었음에도 현재 특허심사
에 걸리는 기간은 선등록제도 도입 직전인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실용신안제도가 그 절차적 복잡함과 제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도입 당시 취지였던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업무의 효율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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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 실용신안제도와 그 심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일본의 실용신안제도와 심사제도

1. 서
일본의 실용신안법은 1905년 제정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
고 있는 데 현행법은 1993년 개정 실용신안법이다. 일본 실용신안법은 성립 당
초 특허제도를 전제로 구미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내국인의 소발명을 보호하
기 위한 제도로서 설계되었는데 일본의 기술수준이 구미에 접근하게 되면서 소
발명 보호라는 성격은 퇴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법개정으로 무심사제
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실시되는 기술 및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기술의 보호제도
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15)
한편 2003년 현재, 그간의 실용신안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1993년법을 대폭 수정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을 위한 working group을 발
족하고 현재 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논점은
①존속기간의 연장, ②실용신안을 근거로 하는 특허출원의 허용(이중출원), ③정
정의 허용범위 확대, ④요금의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운용상의 개선점으
로 ①선행기술조사의 충실과 의견표명기회의 부여 그리고 심사관 논리의 기재
등을 통한 기술평가서의 명확성 제고, ②등록처리기간의 신속화, ③기술평가서제
도 등 무심사제도의 내용 홍보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계속적인 검토
의 내용으로 ①권리부여의 대상의 확대, ②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의 재고,
③민간기관의 기술조사평가서 작성 참여 등을 들고 있다.16)
15) 靑山紘一, 實用新案法 通商産業調査會 (1994) [資料1 工業所有權審議會, 1992年
12月 18日 特許法及び實用新案法の改正に關する答申]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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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심사제도의 내용
⑴ 도입의 취지
1980년대 들어서 일본독자의 연구개발이 진전되고 기술수출이 증가하는 등
구미와의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구미
로부터 기술도입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됨과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업경영
의 고도화, 컴퓨터 시장, 소프트웨어시장의 극적인 확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
새로운 시장과 산업분야가 등장하는 가운데 기술의 소프트화, 성숙화가 진전되었
다.
이와 같은 일본의 기술진보, 성숙화에 수반하여 특허출원이 증가를 계속하던
중 제도창설이래 특허출원을 상회하였던 실용신안등록출원건수는 신장률이 서서
히 저하하여 1981년(소화56년)이후에는 특허출원건수를 하회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개발의 진전에 수반하여 특허출원 내용이 매우 고도화, 복잡화 되어
가던 중 기술개발의 성과를 누락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상 종래의 다
항제로는 기재형식 등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되었기 때문에 1987년(소화 62
년)의 기존의 다항제를 개선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고 신규성, 진보
성 등의 판단에 대해서는 개개의 청구항마다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 별개의 발명이더라도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동일 출원서
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항제의 개선은 기존의 실용신안으로 출원되
어 왔던 고안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유
로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가 감소하게 되었다.17)
이와 더불어 기술의 혁신 및 가속화를 배경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에는 극히
조기에 실시되는 제품이 많다는 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기술, 제품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기등록을 가능하게 하
16)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特許制度小委員會, 實用新案制度ワ-キンググ
ル-プ 報告書(案), 平成15년(2003년 11월).
17)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特許制度小委員會, 第1回實用新案制度ワ-キ
ンググル-プ 配付資料“實用新案制度の現狀と課題”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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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3년(평성5년)에 실
체적 요건의 심사를 수반하지 않는 무심사 사후평가의 신 실용신안제도가 채용
되었다.

⑵ 기초적 등록요건심사와 보정
일본의 실용신안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심사의 요건 즉 기본적 요건심사와 보
정의 규정은 우리나라 법과 극히 유사하다. 즉 실용신안출원이 법 제6조의 2에
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적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에 의한 보정명령
이 내려지고 지정기간 내에 보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각하된다.
일본법 제6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는 ① 그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관한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
닌 것(1호) ② 공서양속에 반하는 고안인 것(2호) ③ 출원의 단일성 요건 또는
청구항의 기재요건에 위반되는 것(3호) ④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불명료할 때(4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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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할 수 있고 신규사항을 추가 할 수 없
다. 이처럼 등록 전에 보정 가능한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로 제한시킨
이유는 보정 가능한 기간 중에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명세서 및 도면이 확정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여 조기권리의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시키기

위함이다.
기초적 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되는데 출원일
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1993년 당시에는 출원일부터 6개월 정도를 예상하였
으나 2002년에는 5개월 정도라고 한다.18)

⑶ 기술평가서 제도와 정정제도
일본의 기술평가서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 무심사제도로 분류될 수 있
으며 이러한 무심사제도 하에서는 권리의 실체적 요건 구비여부는 당사자의 판
단에 맡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재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서 마련된 것이 실용
신안기술평가서 제도이다. 즉 일본의 기술 평가서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술평가서
제도가 그 권리성을 판단하여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일종의 감
정서이다. 한편 일본의 기술평가서는 신규성 뿐 아니라 진보성 등 권리의 유효성
전반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후술하는 독일특허청의 조사서(일종의 선행기술 서
치리포트)와도 그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기술평가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법12조)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서 청구항마다 선행기술문헌이 조사되고 선행기술 문헌으로 본 신
규성, 진보성 등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 이러한 실용신안기술
평가에서는 신규성 등 그 권리의 유효성 여부에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하더
라도 곧바로 당해 권리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실용
신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부정적 평가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일본 실용신안법은 권리남용 폐해의
18)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特許制度小委員會, 第1回實用新案制度ワ-キ
ンググル-プ 配付資料“實用新案制度の現狀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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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및 제3자 감시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청구항의 삭제에 한하여 정정을 인정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 제14조의 2)19).

⑷ 권리행사 및 무효심판

가. 기술평가서 제시의무
실용신안권자 등이 침해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
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고 경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 2). 이는 부실
권리에 근거한 남용적인 권리행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권리자는 권리행사에
앞서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 무효된 권
리를 근거로 한 소송의 제기는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권리자의 무과실의 입증이
없이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법 제29조의3). 또한 기술평
가서에 근거하여 혹은 상당한 주의를 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무과실의 입증
의무를 면한 것으로서 법문의 해석상 면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
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 실용신안법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단 일본
실용신안법의 경우 우리 법과는 달리 특허법의 침해자의 과실 추정규정을 준용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러한 기술평가서 제시의무가 침해소송의 소제기 요건인가 여부 및 기술
평가서를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고와 영업비방행위 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20) 이는 법문 상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 등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문상의
문리해석에 따른 논의로서 우리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19) 실용신안기술평가서 작성의 실무상운용에 대해서는 日本 特許廳, 實用新案技
術
評
價
書
の
作
成
ガ
イ
ド
ラ
イ
ン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17/17-1.html∼17-7.html. 2001.9.19. 최
종갱신) 참조. 吉藤幸朔/熊谷健一, 유미특허 譯, 特許法槪說(13판), 大光書林 (2000)
783-785면 참조
20) 安田有三, 實用新案技術評價書の侵害訴訟等における機能, 知的財産關係訴訟法(齋
藤博/牧野利秋 編) 靑林書院 (1997) 499-5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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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심판
일본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등록은 등록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된다(제37조). 일본의 경우는 등록이의신청제도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경우에도 실용신안권의 효
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록무효심판에 의해서만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소급
적으로 상실되도록 한 것은 특허청과 법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것이다.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경우 제3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당해 소송절차의 중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
적으로 당해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법 제40조의 2).

⑸ 특징
일본의 무심사제도는 완전무심사제도의 성격을 갖으며 따라서 권리자는 자신
의 책임 하에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다. 특허청은 오로지 권리
자의 판단을 돕는 감정서로의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따라서 그 기술평가에 대한
정정제도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초적 요건심사의
경우 제한적인 보정과 등록 후 청구항 삭제만이 가능한 정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권리에 대한 취소는 오로지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무심사제도
로서는 기술평가서의 작성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명확한 실체적 평가를 진
행하고 그 의견을 적시하는 제도로 보인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일본의 경우 무심사제도 도입 후 출원건수가 구 실용신안
제도에서 약 7.7만 건이었던 것이 한해 뒤인 1994년(평성6년)에 약 1.6만 건
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에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서 2002년(평
성14년에는 거의 8천건으로 줄었다. 또한 출원인의 구성에 있어서도 특허의 경
우는 내국인 개인과 내국인법인 그리고 외국인 출원이 별 변동이 없으나 실용신
안의 경우에는 1993년 내국인 개인 출원이 10%에서 거의 40%로 증가하고
외국인 출원 또한 그해를 기점으로 완만하지만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국인 법인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약 90%에서50%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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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기존의 실용신안제도의 감소세에 완전무심사주의의 채택으로 인한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의 영향과 더욱이 자기 책임 하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등 권리의 불확실성이라는 완전무심사제도의 측면이 손쉬운 권리의 취득이라는
매력을 넘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출원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완전무심사제도 도입 전(1990년) 전체 실용신
안출원의 15%정도를 차지했던 생활용품이 도입 후(2000년) 40%로 증가하고
기계공학 부분(14%에서 6%로)과 전기부분(19%에서 9%)이 두드러지게 감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산업별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의 전반적인 감소를 감안
한다면 생활용품의 실용신안의 출원도 완전무심사주의 채택 이전보다 증가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22)

제2절 독일의 실용신안제도와 심사제도23)

1. 서
1878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결에서

특허법

과 의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특허의 요건에 못 미치
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한 ‘공간적 형상(Raumform)’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등
장한 실용신안의 보호의 필요성은 1891년 처음으로 실용신안법이 제정되면서
특허와 의장과 구별되는 실용적 고안이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1891년 처음 실
용신안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독일 실용신안법은 완전무심사주의를 채택하였고
21)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特許制度小委員會 第１回實用新案制度ワ-キン
ググル-プ議事錄(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jituyou_gijiroku01
.htm) 참조

22) 앞의 주 참고.
23) 본 절의 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한 인하대학교 김병일 교수가
집필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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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호 대상의 변화에 따르는 법개정의 역사를 갖게 된다.
1987년 이전의 독일 실용신안법은 ‘신규의 형태, 조합 또는 장치’만이 실용신
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법조문과 판례에 따라서 이러한 소위 ‘공간
적 형상(Raumform)’에는 화학물질이나 금속 또는 분말․과립․액체 등의 형
태가 없는 것과 전기 등의 회로 그리고 방법의 발명 등은 제외되었다.24) 1987
년부터 1990년 6월까지 시행된 실용신안법에서 구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회로 및 특정한 공간적 형상이 없는 회로계획일지라도 그것이
일상 사용되는 도구 또는 물품의 구성 요소인 것에 한하여 보호의 범위에 포함
되었다. 한편 1990년 성립된 현재 독일 실용신안법 제1조 제1항은 “실용신안
으로서의 보호는 신규한 것으로서 산업 상 이용가능하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부여된다"라고 규정하고 발명의 동적 혹은 정적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한 형상을
갖지 않는 회로원리, 물질 및 재료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실용신
안적 보호는, 예컨데, 전기적 혹은 전자적 회로, 수력학적 또는 공기역학적 회
로, 화학물질, 의약 및 유전자 공학 생산물에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즉, 현재의 독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의 보호는 적당한 상황에 따라
서는 광범위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에 의한 보호에 대신하는 제2의 보호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25)
독일 실용신안법제는 당초에 순수한 발명보호 제도인 특허와는 본질을 달리
하는 제도로 시작되어, 그 후, 특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발전해 왔다. 「발명」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된 오늘날에는 특허와
의 본질적인 구별은 완전히 불식되어 버렸다.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독일 실용신
안법은 한 면에서는 「소특허」이고, 다른 면에서는, 특허권을 획득 할 때까지
「잠정적 특허」이다.

24) 예컨대, BGH v. 30.1.1964, GRUR 1965, 234 (236) - Spannunsregler(전기회로);
BGH v. 30.1.1964, GRUR 1965, 239 (242) - Verstärker(전기회로); BPatG v.
16.7.1987, GRUR 1988, 202 (203) - Blumenstielsütze 등.
25) Beschlußempfehlung und Bericht, in Bl. f. PMZ 1990, S.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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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심사제도의 내용

⑴ 형식심사와 정정
실용신안 출원이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방식 요건의 심사만 받으
면 된다. 실용신안 출원이 제4조의 방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은 실
용신안등록부에 등록한다. 출원 대상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성에 관한
심사는 행하지 않는다.26)독일 실용신안 출원의 방식 심사는 독일 실용신안출원
의 독일 특허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이 방식심사는 관할청으로서 독일 특허청이 행하는 심사이다.27) 독일 특허청
의 방식 심사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이 항고심은 뮌헨의 연방
특허법원에서 행해진다.28)
독일실용신안법 제8조에 의하면, 출원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성에 관한 심사는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독일 실용신안 출원의 등록 전 심사는
출원인이 실용신안 출원인 적격여부 및 출원이 동 법 제4조에 규정된 법적 요
건, 특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 등록의 청구, 명세서, 보호 클레임, 도면( 만일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및 출원료의 납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
독일 실용신안 출원의 법적 요건의 심사는 독일 특허청의 실용신안과가 행한
다.29)
실용신안 출원의 심사의 경우, 심사를 받는 법적 출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
우에는 실용신안과는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오피스․액션)한다. 각 오피스․
액션에는 응답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보통, 오피스․액션에 대한 응답기간은 적
어도 한번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중에 실용신안과는 출원인을 호출하여 면접을
위해 출두시키든가, 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면접을 할 수 있다.

26)
27)
28)
29)

§8(1) GebrMG.
§§8, 10 GebrMG.
§18GebrMG.
§10(1)Geb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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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액션으로 제기된 거절 이유가 출원인의 응답에 의해 해소되는지, 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독일실용신안법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
용신안과는 독일 특허청에 대신하여 그 실용신안을 실용신안 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명한다.30) 오피스․액션에 있어서 제기된 거절 이유, 또는 지적된 불비(不
備)를 실용신안과가 지정한기간 내에 출원인이 해소하거나 보정하지 않을 경우
에는 실용신안과는 그 출원을 거절결정 한다.
한편 독일실용신안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특허청이 지적한 명백한 오류의
정정 및 (명백한) 불비(不備)의 제거는 실용신안이 등록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 출원의 대상을 명료하게 개시한 하나의 실시예로 한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독일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법 제49조 제2항은 실용신안 등
록에 준용된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부에 실용신안의 등록을 하는 명령은 특허청
에 출원이 제출된 날부터 또는 그 출원 제출 날 보다 빠른 날이 그 출원에 있어
서 결정적인 것으로서 주장될 때에는, 그 빠른 날로부터 15개월의 기간 후에 행
한다. 이는 실용신안에 대한 公衆의 접근을 늦춤으로써, 출원인은 그에 대응하는
보호의 권리를 얻기 위한 외국출원, 특히 파리 조약의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출
원하는 경우, 만일 그 독일 실용신안이 공개되었다고 하면 그 대응하는 외국출원
의 신규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2) 조사청구제도와 보정
특허청은 신청에 따라 독일 실용신안출원 또는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기술의 현상(선행기술)에 관한 간행물을 조
사한다.31) 이러한 특허청의

조사는 실용신안 출원 또는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실용신안의 등록 전에는 특허청이 신규성 및 진보성 판

30) §8(1)GebrMG.
31) §8 Geb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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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 출원의 대상에 기술의 현상(선행
기술)의 간행물 조사는 특허청이 직권심사로서 행하지 않는다. 출원인 또는 제3
자의 신청에 따라 독일 특허청이 행하는 기술 현상(선행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실용신안 출원인, 등록된 실용신안권자 또는 관심 있는 제3자가 실용신
안 출원 대상의 보호 가능성, 특히 등록 실용신안의 유효성 및 보호범위를 판단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관련된 기술 현상(선행기술)을 검토할 기회를 부여한
다.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1문에 의한 독일 국내 특허출
원에 관한 신규성 조사의 절차 법칙은 실용신안 출원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신
규성 조사32)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독일실용신안법 제7조에 의한 조사 대신, 독일 실용신안 출원 또는 독일 실용
신안의 보호대상에 관해서, 관련된 기술 현상(선행기술)의 간행물 조사를 유럽
특허청의 조사부에서 「유럽․서치」라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33) 「유럽․서
치」가 행해진 보호대상에 관한 독일 국내 실용신안 출원이 그 후에 출원되는
그 보호대상에 관한 유럽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된 경우, 그 독일 국
내 실용신안 출원에 관해서 유럽 특허청이 작성한 유럽조사보고서는 그 후에 출
원된 유럽 특허출원의 절차수행에 있어서, 조사료와 「유럽․서치」의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다.
독일 실용신안제도에서의 조사보고서는 선행기술의 서치 리포트의 내용정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의 유일한 의미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그 발명이
보호 가능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는 일본의 기술평가서 보다도 약한 의미의 권리성 검토의 내용을 담고 있
다고 보여진다.
독일 특허청이 실용신안을 실용신안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명할 때까지는, 독
일 실용신안 출원에 포함되는 설명의 보정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보정은 당해

32) §7(2) GebrMG.
33) 이것은 출원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유럽․서치료를 납부하
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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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34)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등록 전에 실용신안 출원의 명세서 및 보호 클레임
을 보정할 수 있다. 등록 전에 실용신안 출원의 보호 클레임을 보정하는 것은 등
록 전에 이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 보호 클레임을 보정함으로
써 그 침해를 대처할 수 있다. 또 침해에 대해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행사를 하
기 전에 기술 현상(선행기술)에 대해서 보호 클레임을 적절하게 한정해 둘 수
있다.
독일실용신안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실용신안 출원의 대상을 확장하는 보
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용신안의 출원의 대상이 최초
출원 시에 제출된 출원내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35)

(3) 취소절차
독일실용신안법 제15조 내지 제17조 에 의하면, 등록취소절차에 의하여 등록
실용신안 대상의 등록가능성 및 유효성, 특히 그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성의 등록요건에 관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용신안의 취소는 서면으로 독일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36) 제1심 성격을
가지는 취소절차는 독일 특허청의 2인의 기술전문가와 1인의 법률전문가로 구
성된「실용신안부(Gebrauchsmusterabteilung)」에

의해

행해진다.37)

제2

사실심(항고심)의 취소 절차는 뮌헨의 연방 특허법원에서 속행할 수 있다.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취소 절차는 실용신안등록부에 등록한 후, 실용신안의 전
체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또, 어떤 조건하에서는, 실용신안
의 소멸 후에도 시작할 수 있다.
실용신안 취소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은 실용신안의 권리자에게 취소신청을 통

34)
35)
36)
37)

§4(5) GebrMG.
§15(1) Nr.3 GebrMG.
§16 GebrMG.
§10(3 )Geb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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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1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요구한다.38) 만일 실용신안권리자가 적시에
반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을 취소한다.39) 실용신안권리자가 적시
에 반론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부는 그 반론을 취소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건의 석명에 필요한 처분을 결정한다.40) 유효한 반론이 되기 위해서는 피신청
인은 그 취소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나 그 취소신청에 대해서
실용신안을 방어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충분하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론은 전술한 법정기간 경과 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독일의 판례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는 「처음부터(ab initio)」유
효하다.41) 따라서, 취소된 실용신안등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취소 절차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 대상은 취
소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일부만으로 소급하여 한정된다.

(4) 특징
독일 실용신안 출원은 실용신안 등록 전에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
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의 등록실용신안은 특허와는
달리 그 출원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공적 증명을 결여하고 있는 보호권을 나타
내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독일의 실용신안은 권리의 보호 가능성을 담보
하는 권리로서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입각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독일 특허청은 그 권리자의 판단에 조력할 뿐 실용신안권의 성
립단계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독일 실용신안법상 무심사주의 채택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는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수반하는데 심사의 종료까지 보
호를 일체 거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제품 수명이 짧은 진부한 발명의 경우
에는 더욱 치명적이다.
38)
39)
40)
41)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 심사를 요하는

§17(1)GebrMG
§17(1)GebrMG
§17(2)GebrMG.
BGH GRUR 1963, 255 - Kindernähmas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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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별도로 무심사로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의 발명보호의 틈을 제거하
기 위한 이른바 잠정적 특허제도이다.
즉 독일의 실용신안법은 그 보호대상의 문제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절대적으
로 나누려는 의도라기보다 완벽하게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중간단계의 보호장치
로서 실용신안을 자리매김 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무심사제도는
이러한 실용신안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유럽에서의 실용신안제도와 EC Green paper에서의 심사제도의 고
려

1. 유럽국가들의 실용신안제도
1998년을 기준으로 당시 15개 EU 회원국 중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3개국을 제외한 12개국국가 실용신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즉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
드, 네덜란드 등이 실용신안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특허
제도 이외의 별도의 소발명 보호제도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을 제
외하고는 모두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심사 없이 등록을 통해 보호한다.42)
다만 보호의 대상이나 보호의 요건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을 세 그
룹으로 나누면
① 제1그룹 : 특허법을 보완하는 것이며, 보호요건도 특허법과 동일하다. 그
주된 내용은 특허와 동일한 진보성, 절대적 신규성 요건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3차원적 형태에 구현될 필요는 없다. 이에 속하는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
란드 등이다.
42) 이상정,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EC 그린페이퍼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1996,
96면. : 윤선희, ‘세계각국 실용신안법의 동향’, 창작과 권리, 1998, 113,120-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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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그룹: 소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진보성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보호 대상은 3차원적 형태에 구현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보호대상을 제한
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핀란드 등의 국가가 이에 속한다.
③ 제3그룹: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이 취하고 있는 형태로 소
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진보성 요건을 완화하여 요구하되 보호의 대상이 3차원
적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부차적으로 요구하거나 전혀 요구하지 않
는 방식이다.
유럽에서의 실용신안의 보호는 회원국간의 출원절차도 상당히 상이하고 보호
기간과 보호범위도 상당히 다르다. 이처럼 산업 발전의 정도가 거의 비슷한 유럽
의 국가들도 각각의 실용신안보호를 자국 나름대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용신안은 특허이외의 발명이나 고안을 보호하는 보충적인 제도로 인식하
고 자국이 채택한 전통적인 실용신안의 요건에 충실한 것이다.
공동체 실용신안제도를 위한 유럽위원회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 또한 실
용신안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한 제도를 통일하여야 하는 회원국의 의지가 없
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법적인 연구의 목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 실용신안제도를 위한 EU Green Paper에서의 무심사제도 채택논
의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EU회원국들 중에도 실용신안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군
으로부터 적어도 3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국가군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EU는 역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통합의 일환으로
1995년 7월 ‘공동체 실용신안제도를 위한 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통합
된 실용신안제도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그 심사제도로서 Green paper는 무심사제도를 초안으
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
① 진보성이 고도하지 않은 소발명의 보호 ② 권리의 조기부여 ③ 개인발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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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소기업의 보호 ④ 저렴한 출원수수료 ⑤ 기술의 조기 공개를 통한 중복연
구 방지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초안에 대하여 그후 동 제도에 대한 Consultation
Paper43)에서 이러한 심사의 부재 즉 무심사제도가 초래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즉 사업화의 도중에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할 우려가 있고 매우 낮은 정도
의 진보성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실제적으로 모두 소송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
는 것은 자칫 막대한 소송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중소기업에는 불리하다는 것
이다. 또한 무심사 권리의 양산에 따른 위험도 제기 되었다. 즉, 중소기업이 어
떤 제품이나 공정을 개량하려고 할 때 심사없이 등록된 실용신안이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후속 기술혁신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회사들은
확실하게 보호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므로 무심사 실용신안은 기술
혁신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44)
Consultation Paper에서 유럽위원회 실용신안 설립에 응답자의 1/3은 찬
성이었고 대다수는 과대한 비용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유로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공동체실용신안제도에 대한 논의는 중단 상태
이고 이러한 중요한 약점으로 무심사주의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제4절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와 심사제도45)
43) SEC (2001) 1307, European Com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Consultations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in order to
update the Green Paper on the Protec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Single
Market(COM(95)370final)', p.5.
44) Khan,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American and European History. 구대환, 실용신안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창작과 권리, 2003. 109면 (재인용)
45) 본 절은 중국 길림성 연변중급법원 김호 판사가 본 과제의 비상임연구원으로서
서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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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실용신안제도의 변천
중국은 1950년 ‘발명권과 전리권을 보호하는 잠행조례’를 반포하였고 1963
년 ‘발명을 장려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발명장려제도로 발명보호제도를 대체하였
다. 1979년에 이르러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을 초안하고 1985년부터 시행하
였는데 이 전리법에서는 배타적인 전리제도를 채용하였고, 전리의 방식으로 발
명, 실용신형 및 공업 외관설계를 보호한다고 정하였다. 이 법에서 발명전리출원
에 대하여는 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실용신형과 외관설계 전리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실용신형제도는 그 제도적으로 발명을 장려하는데 성공하여 산업발전
에 제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820,194건의

전리출원을

접수하였는데

그중

실용신형이 837,808건으로 46%을 차지하였고, 접수된 전리출원 중 전리권을
취득한

수는

1,000,828건이었으며

그

중

실용신형이

555,589건으로

55.5%를 차지한다. 이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한 중국 실용실형제도가 중국의 주
요 지재권제도로 자리잡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2. 중국의 무심사제도
실용신형전리출원의 심사절차는 1984년 전리법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
는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992년 개정 시 이 규정에 대하여 삭제하였
으나 무심사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전리국에서 실용신형전리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적인 심사에서 전리법의 요구
에 부합되면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공고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46).
누구든지 전리출원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전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리
국에 향하여 그 출원의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전리국은 반드시 이의의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의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하
46) 1984년 전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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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47).
전리국의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을 기각한다는 결
정을 작성하여 이의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8).
1992년 개정 시에는 수권 전의 이의절차를 수권 후의 취소(혹은 철소 撤銷)
절차로 개정하였다.
실용신형전리출원이 초보적인 심사에서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리국은 반드시 실용신형전리권을 수여한다는 결정을 작성하고 그에 상응한 전
리증서를 발급하며 따라서 등기와 공고를 하여야 한다49).
전리권수여의 공고를 한지 6개월 내에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든 그 전리권
의 수여가 전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전리권을 취소해
달라고 전리국에 청구할 수 있다50).
전리국은 전리권 철소(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전리권을 취소
또는 유지한다는 결정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전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리
권철소(취소)의 결정은 전리국에서 등기하고 공고한다51). 2000년 개정 시에는
이 취소절차마저 삭제하였다.
실용신형전리출원이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기각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심
사를 하지 않고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서 실용신형전리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그
에 상응한 전리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기와 공고를 한다. 실용신형전리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52).
실용신형전리출원의 초보적인 심사에는 형식적인 심사, 합법적인 심사와 명확
한 실질적 결함의 심사가 포함된다.
실용신형전리권의 수여가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기에 권리자와 제3자
47)
48)
49)
50)
51)
52)

1984년
1984년
1992년
1992년
1992년
전리법

전리법 제41조.
전리법 제42조.
전리법 제40조.
전리법 제41조.
전리법 제42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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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용신형전리권에 대하여 검색을 할 필요가
있게 되였다. 그 이유는 실용신형전리권자가 자기의 전리권에 대하여 적당한 평
가를 하여 향후 투자와 개발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되고, 실용신형전리권
의 권리침해분쟁 중에서 실용신형전리권자가 반드시 자신의 전리권의 유효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검색을 통과한 전리권은 제3자에 대한 무단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0년 개정 시 전리권침해분쟁 중 실용신형전리권의
범주에 미치는 것에 대하여 인민법원 혹은 전리업무관리부문에서는 전리권자로
부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서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증
설하였다. 實施細則에서는 실용신형전리권에 대한 수여결정이 공고된 후 전리권
자는 전리행정부문에 실용신형전리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다고 진일보 규정하였다53).
또한 실용신형전리출원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
는 사실상 授權조건이 안 되지만 실용신형전리권자체가 일종의 배타권이기 때문
에 전리권을 수여 받은 사람이 제3자와 권리침해소송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
에게 곤혹을 주며 심지어 위협도 주는데 이는 아주 부당한 것이다.
예전에 실용신형전리권자가 소송제기를 하였을 경우 피고는 專利復審委員會에
전리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함과 동시에 권리침해소송의 진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
었다. 비록 많은 실용신형전리권은 전리권의 수여조건 때문에 무효를 선고받아
권리침해소송이 정지되곤 하였으나 이러한 분쟁은 여러 관련자들에게 경제상과
시간상 그리고 정력상의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2000년 개정 시 실용신
형전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반드시 權威있는 검색보고서를 제출하여
授權조건이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증설하였다.
검색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最高人民法
院에서는 실용신형전리권자가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소 시에 반드시 검
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54). 생각건데 전리업무관리부문
에서도 실용신형전리권자의 권리침해분쟁의 처리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검색보고
53) 실시세칙 제55조 제1관.
54) 최고인민법원 《전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용문제의 약관의 규
정》 제8조 제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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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제공된 검색보고서
는 실용신형전리권자의 기소 혹은 처리청구의 의무이다.
이런 검색보고서는 실용신형전리권 유효여부의 초보적인 증명으로 된다.
검색보고서를 통하여 최소한으로 일부분 실용신형전리가 신규성 혹은 창조성
이 결핍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검색을 통하여 무효가 밝혀진 전리권에
대하여서는 전리권자가 제3자에게 기소 혹은 위협을 주지 않도록 권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검색보고서를 통하여 전리권자는 전리권의 실제상황을 알 수 있고
전리권의 양도, 자신의 실시 또는 타인에 대한 허가 등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제3자는 전리권자와 양도 또는 허가의 협상 중

전리권자에게 전리행정

부문에서 작성한 실용신형전리권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
리권의 실제상황을 알 수 있다.
검색보고서는 또한 일부 모방하거나 또는 명확하게 신규성과 창조성을 결핍한
실용신형전리출원에 대하여 그 권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권고가 될
수 있어서 중복된 권리의 부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검색보고서도 局限性이 있어 전리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보편적이면
서도 주요한 두 가지 조건 즉 신규성과 창조성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전리행정부문의 일방적인 작성에 불과할 뿐 전리권자의 참여가 없기
에 전면적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제5절 호주의 실용신안제도와 심사제도

1. 호주의 innovation patent제도로의 개정
1979년 호주 정부는 life-span이 짧은 발명에 적합한 비용이 적게들고 취득
이 쉬운 산업재산권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petty patent(소
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petty patent가 의도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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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동 제도의 주된 이용자는 호주국적의 개인과 중
소기업이기는 했으나 그 출원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호주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
면 1994년 정규특허를 얻기 위한 가출원이 7,331개 정식출원이 6,878개 이
었고 호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이

21,576개였던

것에

비하여

petty

patent 출원은 386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55) 이에 대하여 호주 특허청은
호주

산업재산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dustrial

Property)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의 petty patent제도를 개량적이고 낮은 단계의 발명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로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 제안에서 ACIP는 petty
patent는 정규특허와 큰 차이 없는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호주가 이중적 제도(two-tier system)56)를 채택하여 낮은 단계의 발명을 위
한 저렴한 비용의 신속하고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채
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호주 특허청의 ACIP의 권고를 받아드려 낮은 단계의 개량발명 등을 보
호하는 새로운 제도의 채택이 호주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며 이미 독일이나 일
본 등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적어도 48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무심사제도가 자
국산업의 지재권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며 국내 발명과 개발행위를 강화한
다고 언급했다.57)
따라서 2001년 5월에 실행된 innovation patent는 앞서의 ACIP의 권고
를 거의 모두 받아드려서 무심사제도의 특징을 가지면서 예전의 petty patent
보다 낮은 진보성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호주의 innovation patent 관련규
정들은 특허법안에 특허법 규정들과 병행하여 규정되어있다.

2. innovation patent의 무심사제도
55) 호주특허청 홈페이지 http:// www.ipaustralia.gov.au/ patents/
what_innovation_review.shtml 2003년 10월 검색. 2002년 한해 innovation patent
출원수는 1050건이고 특허의 경우 가출원 7206건, 정식출원 6029건, 호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 86514건이었다.
56) 내용적으로는 정규특허와 완전히 구분되는 무심사제도의 채택을 의미함.
57) 앞의 호주 특허청 홈페이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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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받아드린 무심사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완전 무심사제도와 다른 실체적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 선등록제도에서 기술평가제도와 흡사한 모습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① 형식심사 (formality check), 권리의 부여(grant) 그리고 보정지시
호주특허법

제52조에

따르면

innovation

patent가

출원되면

특허청장은

그 출원에 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다.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서는 특
허청장은 그 출원과 출원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드려 승인된 양식에 날인함
(sealing)으로서

innovation

patent를

부여한다(grant).

innovation

patent가 부여된 경우 특허청장은 공보에 부여사실과 해당 출원과 그 출원에
기재된 내용을 공중의 검토를 위해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58)
형식심사의 내용59)은 영어로 된 지정된 형식에 맞추어진 것이어야 등의 요건
이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을 지시하여야 한
다. 보정을 지시 받고 2개월 안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부여는 말소된다.
②

이의신청

(notice

of

matters

affecting

validity

of

innovation

patent)
innovation patent가 부여되어 공개된 날로부터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청장
이

특허를

인정(certificate)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당해

innovation

patent

가 무효 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
우 특허청장은 서면으로 이의신청 사실과 이의신청과 함께 제출된 서류의 등본
을 권리자에게 보내야 한다.60)
③ 실체심사(examination)
특허청장 혹은 출원인이나 누구든지 innovation patent가 부여된 이후에
당해 innovation patent에 관한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61)

58)
59)
60)
61)

호주 특허법 제62조
호주특허법 규칙 3.2B
호주 특허법 제28조
호주특허법 제101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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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 작성 방법을 어긴 경우62)가 아니어야
하고 신규성, 진보성(innovative step), 유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63) 그리고 그 발명의 사용이 법에 위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실체심사요건에 어긋난 경우 취소의 사유가
된다.
실체심사는 다음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ⅰ) 실체심사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된 후 6개월 내 ⅱ) 이의신청이나 조
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취소가 제기된 경우 그 첫 보고서가 제출된 후 3개월 내.
실체심사를 위하여 권리자는 호주나 호주 이외에서 그 특허의 유효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한 조사의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체심사를 통과한 경우 당해 innovation patent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인
정서(Certificate)가 발급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체심사 후 권리의 취소 (revocation)
실체심사 결과 권리의 취소 사유가 생겨 취소를 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권리
자에게 설명할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취소사유가 된 부분을 제거하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64)
특허청장의 취소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법원에 제기한다.
⑤ 재심사 (re-examination)
실체심사를 통과하여 innovation patent가 인정된 후에도 특허청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원인이나 제3자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 취소결정이 나게 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권리자는 그 결정에
62) 명세서는 해당발명을 설명하고 있어야 하면 innovation patent의 경우
청구항은 최소 한 개에서 최대 5개로 구성되어야 하며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관련되어야 한다(호주특허법 제40조).
63) 호주특허법 제18조 1(A)항 a, b호, 2항, 3항. 제101B조
64) 호주특허법 제101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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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툴 수 있다. 이러한 항소는 연방 법원에 제기한다.
또한 당해 innovation patent의 유효성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법원에 제
기될 수 있는바 법원이 재심사를 명할 수도 있다. 특허청이 재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관련된 법원의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특허청장은 그 재심사 절차를 중단하
여야 한다.
⑥ 권리의 행사
실체심사를 받고 그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경우 innovation patent 권리자
가 침해를 경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하며 법원은 이 경우 그 상대방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65)

제6절 소결

먼저 완전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나
라 모두 기술평가서나 조사보고서로서 권리의 유지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면
에서는 동일하나 그 기술평가서나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일본의 기술보고서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요
건을 모두 검토하여 실용신안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단근거를 제공
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조사보고서는 실체적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자
료로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 혹은 실용신
안권자의 책임 하에 권리의 유지나 행사를 결정하려는 완전 무심사제도의 같은
취지 하에서도 일본에 비해 독일의 실용신안법이 더욱 실용신안권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일본의 경우는 실용신안제도
의 활성화 내지 소발명의 보호라고 볼 때, 독일의 경우에는 소발명 보호의 취지
65) 호주특허법 제129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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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실용신안을 잠재적 특허로 이용하려는 제도적 목적이 있다는데 그 차
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중출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인정하고 있
는 독법의 차이도 이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완전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 제도적 근간
을 독일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산업발달의 정도
가 선진국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무심사제도의 취지를 잠재적 특허 내지
그 권리형태의 조기 확보라는 것으로 살려냄으로써 현재 중국 내 실용신안제도
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실용신안제도의 통일화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가 특허와는 달리 그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
지 못하는 것은 실용신안제도의 특성상 특허제도와는 달리 각 국가의 특성에 따
라 운영되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유럽
의 다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완전 무심사주의 심사제도가 그 통일화 과정에서
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권리성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무심사주의에 대한 제
도적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변형된 무심사제도를 가진 호주의 경우 형식심사 후 실체적
심사로서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신안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고 실체심
사이후 재심사제도를 채택하는 등 우리 제도와 비교할 때 오히려 그 제도적 복
잡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실용신안제도는 현재 그 운영의 기간이 짧고 출원량 (2002년 1050
건)이 우리나라(2002년 39147건)의 약 1/36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효
율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와
같이 특허청의 실체적 심사에 의해서 권리의 완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신안제도는 그 무심사주의 제도채택의 대세에
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필요와 형편 그리고 지식재산권 운영에 대한 전통적 관
념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호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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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외국 입법례의 무심사주의의 주류적 현상과 그에 따
른

외국에서의 운영현황을 자국에서도 기대하는 의견은 그 객관성을 결여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비교법적인 연구에서 우리는 각국의 제도 채택의 취지나 목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는 각 국가마다의
여건이 다름을 인식할 때 제도 수용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제도로 비판
적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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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등록제도의 폐지

1.의의
선등록제도의 폐지란 결국 무심사주의에서 심사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사주의로의 회귀를 대안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무심사제
도 채택 당시 심사주의 하에서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
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심사제도 도입 시 그 제도 채택의 취
지가 실용신안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하였던 바 그 목표 달성에 심사주의
제도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할 1997년
당시 도입취지는 크게 두 가지 라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기술에 대한 조기 권리 부여, 둘째,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의 단
축 등이 그것이었다.
심사주의 실용신안 심사제도는 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권리 부여의 절차가 그
등록까지 엄정한 실질심사를 요하므로 모든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심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 또한 조기 권리 부여라는 목적을 위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결국 심사량의 효과적인 통
제와 심사절차의 효율화로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 선등록제도에서 보이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의
대안으로서 현재 야기되는 권리의 불확실성과 심사부담의 과중 그리고 그에 따
른 처리기간의 장기화라는 문제를 심사주의의 채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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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⑴ 권리등록을 위한 실체적 요건 심사
심사주의 실용신안 심사제도는 특허의 심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출원이 있은
후 권리로 등록되기 위하여서 실용신안 성립의 모든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구법 하에서 특허법 상 심사제도를 준용했던 실용신안 심사제
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즉 현행 특허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심사와 관련된 실체
적 요건,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특허 후의 등록공고 및 특허이의신청제도
등 그 핵심이 되는 제도들의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 심사는 현 선등록제도가 내포하는 권리의 불확실성에 의
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특허법에서 그간 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주의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 채택되었던 여러 제도들을 실용신안에 채택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제고에 도
움이 될 것이다.

⑵ 실용신안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제도의 활성화
구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 제61조의 우선심사제도의 활성화는 위에
서 언급한 심사주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특허법 제61조와 시행령 9조를 보면,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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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ⅱ)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ⅲ)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ⅴ) 벤처기업의 출원
ⅵ) 신기술개발 또는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ⅶ)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ⅷ) 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 출원
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출원 등의 경우가 우선심사의 대상에 들게 되
는 것이다.
위의 조항은 1999년 7월의 개정안에서 자기 실시준비중인 출원과 벤처기업
출원 등이

그 대상으로 추가되어 확대된 것이다.

우선심사는 신청인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을 심사국에서 심사하여 우선심사 여
부를 결정함으로서 진행되는데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해서 심사국은 의견문의 또
는 심의요청에 따른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당해 출원의 심사착수 예정시기가 우선심사 관련서류 이송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은 각하 된다.
우선심사의 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는 심사청구순위
에 관계없이 우선심사인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재 특허법에서 우선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6월 현
재 우선심사신청 건수는 1,006건으로서 전체 출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중 97.8%가 우선심사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의 법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전 자진보정기간 1년3월을 경과하여야 특허결정이 가능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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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심사에 대하여 조기 특허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까지 특허법에서 개선되어온 우선심사제도를 실용신안법에
도입함으로써 그 권리부여에 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장단점
⑴ 장점
심사주의 심사제도의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신안 권리의 불확실성을 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용신안권이 특허권처럼 등록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인
정받은 것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당해 실용신안의 사업화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부실 권리의 등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현 선등록제도 하에서의 부실 실용신안권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확실성이 보장되어 출원인이나 상대방
의 혼란 방지하게 되고 출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등록제도보다 이해가 쉬운 제
도로서 심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교적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를 피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선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심사청구제도와 특허 후의 등록공고 및 특허이
의신청제도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
다면 실용신안제도의 현대적 취지인 life-cycle이 짧은 기술에 대한 조기 권리
부여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입장에
서도 특허절차와 실용신안 절차가 그 내용적으로 같아지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
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선등록제도하의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는
약 7000여건의 이중출원심사의 부담이 주는 것으로도 상당한 심사업무의 경감
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⑵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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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의 제도 채택에 있어서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도를 구법상의 제도로
환원함에 따라 출원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으며 그 동안 선등록제도 하에서 실질심사 없이 등록된 실
용신안과 새롭게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된 실용신안권 사이의 구별을 하여야 하
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또한 국제적인 실용신안제도의 심사제도의 주된 방향이 무심사제도로 나아감
에 따라 국제적인 대세와는 멀어지는 제도채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거나 하여 실용신안제도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경우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하여야 하는 제도
본질상 예상외의 심사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완전 무심사제도의 도입

1. 의의
완전 무심사제도의 도입이라는 대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 제도로부터 내용
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선등록제도는 그 기본
적인 틀이 무심사제도의 특징인 형식심사만을 거친 권리등록에 있지만 그 내용
상에 있어서는 특허청이 그 권리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실질심사의
성격을 갖는 기술평가제도에 현 선등록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무심사제도로의 전환은 현행 실용신안제도를 권리인정제도로 이해
하고 있는 제도수요자들에게는 실용신안제도가 단순한 권리부여제도로서 그 권
리의 유효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제도자체에 대한
기존의 기대를 바꾸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무심사제도의 채택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일본식
무심사제도와 독일식 무심사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즉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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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처럼 실용신안제도를 소발명의 빠른 권리부여에 중점을 맞춘다면 일본
식 완전무심사제도를 참고하여 기술평가서의 내용에 좀더 비중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실용신안을 권리의 확보에 비중을 둔 잠정적인 특허로서 이용하
려는 데 중점을 둔다면 독일식 선행기술조사 위주의 조사보고서 제도를 도입하
여 그 유효성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방향의 제도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내용
완전 무심사제도의 채택을 대안으로 생각할 때 현 선등록제도의 제도적 내용
중에 바꾸어야 할 것이 기술평가제도의 권리 유지취소 결정기능의 폐지이다. 따
라서 현행 권리유지취소결정의 성격을 갖는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그 권리의 유지 내지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단순
한 판단자료로서의 기술평가서 혹은 조사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정정청구제도의 경우 권리남용의 폐해의 방지 및 제3자 감시부담 경감
의 관점에서 그 허용범위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정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한 그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절차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 또한 이를 폐지하고 그 제도의 취지는 무효심판의 청
구인 적격을 확대하여 무효심판으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장단점
⑴ 장점
완전 무심사제도는 그 제도적 본질로부터 권리의 확실성을 유보하고 권리 부
여의 수월함을 택하는 제도이므로 실용신안권의 등록 및 기술평가서 혹은 조사
보고서의 발급 그리고 정정 등의 모든 절차적인 면에서 기간의 단축과 간소화에
그 장점이 있다. 즉 권리 결정의 기능을 등록 및 기술평가단계에서 하지 않음으
로 해서 이의신청제도를 무효심판제도로 흡수할 수 있고 정정제도나 보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행 선등록제도의 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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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부담을 심사관들로부터 경감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과 독일 등의 선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이나 방향을 참
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겠다.

⑵ 단점
가장 커다란 단점으로 실용신안의 권리성이 불완전하여 부실한 실용신안권에
의한 권리 남용과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인 기술의 사업화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종국적으로 권리의 유효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됨에 따라
서 권리의 행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평가서를 얼마나 자세히 작성하여야 하는 가에 따라 심사업무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인정이 없는 기
술평가서라는 선례가 없는 성격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심사관들의 제도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성립시키
기 위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불안할 것이며 따라서 비용의
증가와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담이 실용신안제도 자체
를 외면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폐지

1. 의의
실용신안의 페지란 발명이나 고안을 보호하는 소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특허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용신안제도를 없앤다는 것인데 전통적
인 실용신안제도 존폐론의 논의에 따르면 실용신안 페지론은 소위 소발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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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의미가 산업발달의 단계에서 없어져서 그 보호의 유지가 특허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나 분쟁의 소지만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독일 같은 산업상 선진국에서도 최근의 동향을 보면 실용신안제
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용
신안제도의 페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에서 볼 때 소발명의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하며 나아가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기술은 실용신안적인 보호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용신
안의 폐지론은 대안으로서 가장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장단점
⑴ 장점
굳이 실용신안제도의 완전 폐지의 장점을 들자면 실용신안제도 자체를 없애
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기술적으로 현행 실용신안제도가 갖는 문제점 자체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⑵ 단점
그러나 실용신안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으로서는 실용신안제도의 특허제도로
의 흡수하는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아야하는 기술의 보호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제도자체의 공백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절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지 보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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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등록제도 즉 변형된 무심사주의 심사제도의 기술평가제도를 사실상의
실질심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 부수적인 제도를 개
선하여 현재 대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 제도의 유지 보
완이라는 대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현행 선등록제도하의 문제점은 실질심사없는 권리의 등록
이라는 무심사제도 자체에서 배태되는 권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점과 기술평
가제도에 권리유지취소결정 기능을 부여한 결과 기술평가의 과다한 신청과 그에
따른 무심사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점 또한 합리적인 기술평
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정청구제도 등의 제도적 복잡함에 기인한 심사업무의
과중과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현행 선등록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는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거
하지 않고 그 주변적인 제도마다의 개선점을 찾아 위의 문제를 해결 내지 그 심
각성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용
⑴ 권리의 불확실성의 불식
권리의 불확실성의 실질심사 없는 권리의 등록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등록을
위한 기초적 요건 심사를 강화함으로서 권리의 불확실성 문제를 다소 완화하려
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즉 현행 실용신안법 상 기초적 요건심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보호대상의 위반 여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인지 여부, 명
세서 또는 도면의 필요사항 기재여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신규사항 추
가 여부’ 등의 요건은 실질심사로서 기술평가의 대상도 되는 요건인바 이러한 요
건을 기초적 요건심사만의 대상으로 정하여 기술평가단계에서의 절차적 중복을
피함과 동시에 기초적 요건 심사 시 이러한 보호적격의 문제를 비중있게 심사함
으로 해서 기술 평가시의 부담을 줄이고 그 유지결정율를 높이도록 하여 제한적
일 수밖에 없지만 기초적 요건 심사를 통한 경우 어느 정도 권리의 확실성을 가
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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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이의 신청 제도의 폐지와 무효심판제도의 개선
기초적 요건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된 완전하지 못한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를 폐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에 기술평가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경우의 가
능성을 배제하고 기술평가의 권리확인 후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확
대하여 무효심판으로 흡수하면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적인 중복과 그 복잡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⑶ 정정청구제도의 개선
기술평가의 결정에 대한 현행 정정청구제도의 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정정의 청구범위를 좁히고 출원 시 출원인이 그 명세서 작
성에 보다 유의하도록 유도하여 정정 불인정의 건수를 감소시키고 정정청구불인
정예고, 정정청구불인정통지 등의 여러 번의 정정기회를 간소화하여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인정 불인정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술평가서 제시와 권리행사의 문제
현재 기술평가서는 권리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결정문이므로 권리행사에 있어
서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제시의무는 타당하다. 또한 일본과 달리 우리
실용신안법은 기술평가에서 유지 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있
을 시 그 행위의 과실을 추정하는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실용신안법 상 기술평가에 해서 유지 결정을 받은 실용신안은 특허등록을
받은 특허와 그 유효성적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을 침해하였을 경우 침해행위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
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단, 기술평가서 제시의무가 침해소송에서의 소제기 요건인가의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소제기요건의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
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제시
의무가 소제기 요건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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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단점
⑴ 장점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후에 살펴볼 설문조사에서
제도 수요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은 대안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시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의신청의 폐지, 정정제도의 간소화 등을 통한 심사처리의 효율화를 다
소간 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⑵ 단점
기초적 요건 심사를 강화하여도 궁극적인 실용신안의 권리성 여부는 실질심사
를 통한 실체적 요건의 망라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권리의 불확실성
문제는 계속 남게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정제도의 간소화로서 심사이후의 절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도 근본적
으로 기술평가가 권리 확인의 성격을 갖는 한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의 전통
적인 이용관행에 익숙한 출원인들의 기술평가신청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고 이
러한 기술평가자체의 개선에 따른 심사부담의 감소 없이 그 심사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지라는 대안의 근본적 내용인 기술평가제도의 권리확
인 기능을 남겨둔 체 무심사제도의 속성 또한 유지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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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및 그 대안에 대한 설

문조사

제1절 서

1. 설문조사의 필요성
시행 4년여가 경과된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
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중요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고 또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제도의 개선은 그 제도의 수
요자와 시행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를 도출하는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제기되는 제도들을 이론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단점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이는 추론일 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드려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논문은 실용신안제도의 수요자인 개인발명가, 기업
체, 출원대리인 및 학계인사들과 제도의 시행자인 특허청 일선 심사관과 심판관
들을 대상으로 현행 선등록제도에 대한 일반적 찬반의견과 개선방안 혹은 대안
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
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 회수율 분석
⑴ 제도 수요자 : 총 1100인/사 중 196인/사 응답 (회수율 17.8%)
① 개인 발명가 : 350인 중 37인 응답 (회수율 10.6%)
- 모집단선정기준 :
2002년 실용신안 출원수 3건 이상인 개인 2145인 중 출원수의 다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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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포도의 비율에 맞게 무작위 선정 (개인발명가들의 경우 일반적으
로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실안신안제도 출원이
많은 개인발명가들이 비교적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견이 많을 것으로 판
단하여 실용신안 다수 출원 개인발명가의 인적 DB를 모집단으로 함)
- 회수율 분석 :
개인출원인 들과 같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우편 설문조사의 경우 그 응
답률이 일반적으로 15%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회수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ⅰ) 설문의 내용이 다소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
어서 답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ⅱ) 개인출원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동
적인 제도의 수요자로서 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한 논리나 분석에 대한
의견제시 보다는 현실적인 서비스의 개선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보이
는 점 ⅲ) 다른 모집단과 비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는 점-회수된 설문지 분석결과 현행제도유지의견 약 43%- 등으로
분석된다.
② 기업체 : 300개사 중 57개사(중소기업 35개사/ 대기업 22개사) 응답
(회수율 19%)
- 모집단선정기준 :
2002년 실용신안 출원수 5건 이상 기업 407개 사 중 출원수의 다소에
따른 분포도의 비율에 맞게 무작위 선정 150개 사와 이와 중복되지 않
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700여사 중 150개 선정, 이 300개 회사 중
대기업으로 판단되는 회사 30-40개 포함 (실용신안 출원수 5건 이상의
기업체들 DB와 실용신안을 출원이 없었던 기업체를 동수로 선정하되 후
자의 경우 지재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DB를 모집단으로 함)
- 회수율 분석 :
기업체를 상대로 한 유사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경험적으로 약 20%내
외였던 것으로 미루어 기업체의 응답률은 평균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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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는 지재권 전담부서 등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지 못
한 중소기업들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들 수 있다.
③ 출원대리인 (변리사 및 변호사) :
300인 중 82인(이공계전공 48인/ 인문사회계전공(변호사 포함) 34인)
응답 (회수율 27.3%)
- 모집단선정기준 :
2002년 실용신안 출원대리수 20건 이상인 변리사 337인중 출원대리수
의 다소에 따른 분포도의 비율에 맞게 무작위 선정 250인과 이와 중복
되지 않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원 변리사 혹은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명단
보유 변리사 중 50인 무작위 선정 (변리사들의 경우 인문사회계 혹은
이공계 전공여부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비
율을 안배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자라로서 전
문적인 의견의 청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용신안 다출원 변리
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 DB에 포함되지 않은 변리사들을 약 전체 변리사
모집단의 17% 정도 모집단에 포함시킴)
- 회수율 분석 :
제도의 현실적인 수요자이면서 지재권제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리
사 모집단에서 예상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공계 전공 변리사들과
인문사회계 전공 변리사들의 회수된 건수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용신안제도의 변화에 대한 변리사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④ 학계 및 연구원 : 150인 중 20인(이공계 14인/ 인문사회계 6인) 응답
(회수율 13.3%)
- 모집단선정기준 :
․ 법학 등 인문사회계열 38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원 교수들과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보유 지재
권관련 학계인사 명단 중 50인
․ 공학 등 이공계열 112인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보유 이공계 교수 및 연구원 명단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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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율 분석 :
지재권법 관련 학회활동이나 연구경험이 있는 인문 사회계열 교수 연구
원 집단의 응답률(15.7%)이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용계층이라
고 보여지는 이공계 교수 연구원 집단의 응답률(12.5%)보다 다소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단 이 분류에 포함된 교수 연구원들은 기업체에 소속
되지 않은 대학이나 순수연구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었음)

⑵ 제도 시행자 :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 328인 응답
① 심판관 14인
② 심사관 298인
- 심사2국 : 심사관경력 2년 이하

- 심사3국 :

- 심사4국 :

22인

〃

3-4년

〃

5년 이상 41인

〃

2년 이하

27인

〃

3-4년

21인

〃

5년 이상 28

〃

2년 이하

45인

〃

3-4년

47인

〃

5년 이상 53인

14인

③ 기타 근무부서 미기재 16인 :
심사관 (이와 합산된 심판관 경력) :

2년 이하 5인
3-4년

6인

5년 이상 5인
※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들의 설문지 수거와 분석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분류
한 것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1999년부터 실시된 것을 감안하여 당해
업무 경력과 그 수행 업무 분야에 따른 제도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기 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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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등록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 문항의 구성
본 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문 : 응답자 관련 문항
(수요자용) 응답자의 실용신안제도 이용 경력 및 이용 의사
(시행자용) 응답자의 심사 혹은 심판업무 중 실용신안관련 비율
제2문-제4문 : 문제의 제기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폐지 혹은 개선에 대한 일반적 의견
․현행 선등록제도의 장점 (제도 유지의 이유)
․현행 선등록제도의 문제점 (제도 개선이나 폐지의 이유)
제5문-제7문 : 개선안에 대한 문의
․실체심사 없는 등록증 발행문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절차의 중복 문제
․심사처리기간의 지연 문제
제8문 : 선등록제도의 대안 문의
제9문-10문 : 제도가 변경된다는 가정 하에서 제도이용 의사 문의
․실체심사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무
심사제도 도입 시 이용의사
․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심사제도로 흡수할 경우 이용의사

2. 현행 선등록제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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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폐지 혹은 개선에 대한 일반적 의견 (제2문)
1) 제2문

2. 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서 실용신안을 등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귀하
는 이러한 선등록제도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
까?
1)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개선되어야 한다
3) 폐지되어야 한다
4) 모르겠다

2) 응답 결과 및 분석
① 제도 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유지

2)개선

3)폐지

4)기타

계

16(43.2)

16(43.2)

3(8.1)

2(5.5)

37(100)

9

20

5

1

35

(25.7)

15

(57)

33

(14.3)

8

(3)

1

(100)

57

6

(26.3)

13

(57.8)

3

(14)

(1.9)

22

(100)

기업체
대기업

이공계
출원
대리인 인문사회
계

(27.3)

(59)

10

21

(20.8)

23

13

(28)

(38.2)

(13.7)
17

(43.7)

36

15

(44)

(44.1)

(100)
48

(35.5)

23

6

(2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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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4

6

(28.5)

5

인문사회

1

(25)

계

(16.7)

학계

11

5

(55)

2

(14.3)

2

14

(14.3)

2

(10)

(10)

(83.3)

59(30)

계

2

(42.9)

(100)

20

6

(100)

(100)

96(49)

36(18)

5(3)

196(100)

1)유지

2)개선

3)폐지

4)기타

계

2(14.3)

3(21.5)

9(64.2)

※ 괄호 안의 수는 %를 의미함
② 제도 시행자

심판관
2년이하
심사
2 국

3-4년
5년 이상
2년 이하

심사
3 국

4 국

17

22

(77.3)

(100)

1

20

13

57

14

77

(7.1)

(26)

(92.9)

(74)

(100)

(100)

14

27

41

(34.1)

(65.9)

(100)

1

13

12

1

27

(48.1)

(44.5)

(3.7)

(100)

1

10

35

11

38

2

21

76

(1.3)

(47.6)

(46.1)

(52.4)

(50)

(2.6)

(100)

(100)

5년 이상

심사

5
(22.7)

(3.7)

3-4년

2년 이하

14(100)

12

15

1

28

(42.8)

(53.6)

(3.6)

(100)

2

11

28

4

45

(4.5)

(24.4)

(62.3)

(8.8)

(100)

3-4년

2

12

37

33

99

2

7

47

145

(1.4)

(25.6)

(25.5)

(70.2)

(68.3)

(4.2)

(4.8)

(100)

(100)

5년 이상
미기재
계

5(1.5)

14

38

1

53

(26.4)

(71.7)

(1.9)

(100)

7(43.7)

8(50)

1(6.3)

16(100)

102(31.1)

211(64.3)

10(3.1)

328(100)

※ 괄호는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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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석
ㄱ. 현행 선등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제도 수요자나 시행자 모두 적
어도 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행 선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제도수요자의 30%와 시행자의 1.5%만이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반면 그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에 대하여 제도수요자의 67%와 제도시행
자의 95.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의 수요자인 발명가 출원대리인들과 시행자인 특허청 심판/심사관들
간의 설문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점은 수요자입장에서는 제도자
체의 폐지보다는 개선안의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폐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요자
중 개선의견/ 폐지의견이 각각 49% / 18% 임에 반해 시행자의 경우
각각 31% / 64%로 나타남)
ㄴ. 제도 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이점
- 제도수요자 중 선등록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개인발명가들로 나타
났다. 개인발명가들 중 43.2%가 현행제도 유지 찬성하나 한편으로 설
문결과는 제도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자체의 개선도 요구도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발명가의 43.2%)
- 기업체 및 출원대리인 그리고 학계의 경우 현행 선등록제도에 대한 유지
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26.3%, 28%, 25% 등으로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제도 개선의 요구는 기업체와 학계가 비슷하게 나타
나고 출원대리인 즉 변리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체나 학계인사들
보다 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변리사들의 28% 폐지
주장) 이는 실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지재권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보다 강하게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선등록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의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발명가 보다 현행제도의 개선필
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의

유지의견

기업체

26.3%, 제도 개선의견 57.8%)
- 출원대리인의 경우 인문계전공변리사들이 이공계 전공변리사들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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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등록제도의 유지견해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유지견해 인문계
변리사 38.2%/ 이공계 변리사 20.8%))으로 나타나고 개선의견은 비
슷함(인문계변리사 44.1%/ 이공계변리사 43.7%). 한편 이공계

전공

변리사들은 선등록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폐
지의견 인문계변리사 17.7%/ 이공계 변리사 35.5%).
ㄷ. 제도 시행자 측면에서의 특이점
- 심사관 심판관 모두 대다수가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
고(심사/심판관 전체 응답자 중 64.5%) 제도 유지를 지지한 견해는 단
1.5%에 불과하다.
- 이러한 선등록제도의 폐지주장은 각국별로 구 실체심사후 등록제을 경
험한 심사관들(5년이상의 경력)이나 선등록제도 도입후 심사관경력을
시작한 심사관(3-4년 경력)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단, 심
사2국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3-4년 경력의 심사관들 중 92.9%가 선등
록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한편 심사관 경력 2년 미만의 심사관들은 선배심사관들보다 비교적 제도
폐지주장이 많지 않았다.
- 위 설문1의 응답 결과표와 설문2의 응답 결과표를 비교하여 보면 실용
신안 기술평가의 업무량이 많은 심사관집단일 수록 선등록제도에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심사2국

3-4년차

업무량

50%이상

42.8%-제도폐지 92.9%) 그러나 반드시 업무량만이 폐지의견의 이
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실용신안 기술
평가업무의 비중이 작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심사4국의 경우 폐지의
견은 심사국들 중 가장 높은 68.3%를 나타냄.
- 결론적으로 심사관들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였던
출원인의 선택적 실질심사청구(기술평가)를 통한 심사업무의 효율화와
심사기간의 단축이라는 목적이 제도 도입 후 기술평가의 업무량이 과다
해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선
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고 이
러한 단순한 업무량의 과다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실무자로서
의 회의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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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현행 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3문/ 제4문)
※ 제3문과 제4문의 경우 설문의 지시사항과 달리 응답자들 중 중복하여 답을
체크한 경우가 상당하여 그 백분율의 의미는 없고 답의 빈도수로부터 그 주
된 견해를 유추 할 수 있고 주관식 답변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
충할 수 있다고 판단됨

1) 제3문 : 선등록제도의 장점제도 (유지의 논거)

3. 2번 문항에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 현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다음 장점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등록증을 받는 기간이 짧다
2) 등록증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3) 유효한 권리의 획득(기술평가유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
4) 소발명의 보호에 유리하다
5)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결과 (제3문)
① 제도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3)

4)

7

4

3

8

3

3

출원

대기업

1

이공계

4

대리인 인문사회계
학계

3

4

기업체

3

인문사회계

3

계

7
4

2

7

이공계

1

3

8
6

1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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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1

6
28

3

3
1

2
1

2

11

*주관식응답

1*

1

1
16

1

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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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시행자
1)

2)

3)

1

심판관

4)

*주관식응답

1

1

2년이하
심사

1

3-4년

2 국

5년 이상

1

2년 이하
심사

1
1

3-4년

3 국

2

2

1

2

5년 이상
2년 이하
심사

3

3-4년

4 국

3

5년 이상

1

미기재
계

5

1

5

1

총 12

2) 제4문 : 선등록제도의 문제점(제도개선이나 폐지의 논거)
4. 2번 문항에서 “2) 개선되어야 한다” 혹은 “3)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경
우, 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1)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기술평가)없이 등록증이 발행되어 등록증이
악용되고 있음
2)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기술평가)전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어 절차가 중복됨
3) 기술평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권리자의 대응이 곤란하고 심사처리가
지연됨
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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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결과 (제4문)
① 제도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3)

*주관식응답

10

7

12

4

18

13

출원
대리인

6

35

기업체
대기업

17

이공계

24

2

16

21

이공계

5

18

1

4

계

9
25

7

4

4

9
인문사회계

2

32
11

학계

8
2

40
인문사회계

3

15

3
2

6
2

94

57

51

22

총 224

1)

2)

3)

*주관식응답

10

9

7

4

② 제도시행자

심판관
2년 이하

11

3-4년

11

5년 이상

31

27

29

8

2년 이하

13

14

14

2

3-4년

16

5년 이상

16

14

22

4

2년 이하

24

21

23

3

3-4년

29

5년 이상

28

심사
2 국

심사
3 국

심사
4 국

10
53

45

81

15
49

12

39

11

65

21
23

2
57

13

5

51

15

4

94

33

4

38

6

미기재

9

11

12

계

198

173

221

- 65 -

3
45

총 637

제5장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및 그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3) 분석
ㄱ. 제2문에서 선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의견이 제도수요자나 시행자
모두에서 우세했던 바대로 현행제도의 장점을 지적하기보다 개선점과 문
제점을 지적하는 응답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심판/ 심사관들의 경우 장점을 지적한 경우는 불과 12건에 지나지
않아서 제도 유지의 논거 즉 선등록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 달성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제도 수요자 측에서는 시행자보다 상대
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였다.(장점 지적 74건)
제도수요자들은 결론적으로 보다 빨리 보다 확실한 권리가 인정되도록 선
등록제도를 유지하면서 심사처리의 신속화를 요구하고 제도시행자들은 현
행 선등록제도의 기술평가제도가 신속한 권리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ㄴ. 무심사 등록증교부 문제
- 제3문에서 제도수요자 입장에서 선등록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등록증
을 받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 지지되고 있으나 제4문에서 이러한 기술평가
없는 등록증 발급으로 그 등록증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업체와 변리사들의 경우 이러한 등록증의 악용을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하고 있는데 비하여 개인 발명가들은 이보다는 기술평가에 있
어서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의 경우 개인 발명가들에 비해서 실제 사업화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실
용신안제도를 이용하므로 해서 타인의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에 의해서 제
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개인발명가들은 발명
의 권리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 등록증을 발급과 심사처리 양자에 있
어서 그 신속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출원대리인의 경우 발명의 출원상담과 권리화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내지
부실권리의 남용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평가전까지의 불확실한 실용신안 등록에 대
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제도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등록증의 악용보다 심사지연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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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ㄷ.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문제
제도수요자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제도시행자
의 경우 세가지 예시중 가장 적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무효심판과 기술평가와의 절차의 중복문제는 기술심사의
지연문제와 함께 총체적인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에 대한 장애로 인식
되고 있어서 그 지적 빈도가 순위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를 보이고 있
다.
ㄹ. 기술평가로 인한 심사처리의 지연
제도시행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
재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개월정도 소요되고 있
는 현실에서 선등록제도 하에서 신속한 권리의 확보와 심사업무의 효율화
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는데 심사관들과 심판관들은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ㅁ. 소발명 보호의 문제
소발명의 보호에 유리하다는 예시문을 지지한 계층은 제도수요자 중에서도
개인발명가들이 유일하며 기업체 변리사 등 다른 제도수요계층에서는 선
등록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도시행자인 심사
/심판관들도 이점을 전혀 제도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선등록
제도 자체가 소발명 보호에 구 실용신안제도 보다 크게 유리한 점을 보이
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ㅂ. “등록증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예시문이 제도수요자
및 시행자에게서 공통되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방식심사와 기
초요건심사라는 선등록제도의 등록절차가 현실적으로 크게 제도의 간소
화라는 인식을 주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ㅅ. 기타 주관식 응답 요약
(1) 선등록제도의 기타 장점
- 방어출원이 목적일 경우 효과적이다(제도수요자)
- 실용신안권의 사업화기간이 짧다 (심판관)
(2) 선등록제도의 문제점
①제도수요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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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의 무의미(권리없는 등록료 불만)
- 제도수요자 입장에서 선등록제도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화
의 지장
- 제도수요자 입장에서 출원과 기술평가신청을 반복적인 행정절차로 받
아들임
- 시간과 비용의 중복 불만 (예를 들어 출원 시 포함되는 1년 등록료
대신 기술평가료를 포함해서 출원 후 1년의 기간에 기술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등)
- 기술심사기간의 단축 요망
- 등록증이 발급되고 기술평가청구 시 실체심사에서 명세서 기재불비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되어 명세서를 보정하면 요지변경으로 보정서
(정정청구서)가 각하되는 사례가 많음 (최초 명세서 작성의 부주의)
- 이중출원제도상 특허로 등록시 실용신안이 포기되어야 함에 따라 심
판등의 절차에서 그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김.
- 정정청구제도의 복잡함과 불편함 지적
- 44조(유지결정 후 권리행사)와 45조 1항 단서(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 사이의 논리적 모순 주장(즉,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일률적으로 유지결정이 없
는 경우의 권리행사를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하든가 입법적인 확실성
요구)
② 제도시행자 제기
-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술평가의 부실화 초래
- 특허에서 얼마든지 보정해서 등록가능한 기술이 선등록의 특성상 등
록이 취소되고 있음
- 기타 권리의 부실화 우려 (기술적 가치를 결여한 실용신안등록의 남
발)
- 기술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특허심사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실용신안 업무로드
⑶ 현행 선등록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5문/ 제6문/제7문)
※ 제5문, 제6문, 제7문의 경우 설문의 지시사항과 달리 응답자들 중 중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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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체크한 경우가 상당하여 그 백분율의 의미는 없고 답의 빈도수로부터
그 주된 견해를 유추 할 수 있고 주관식 답변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됨
1) 제5문 : 실체심사 없이 발행된 등록증의 악용문제에 대한 개선안

5. 4번 문항에서 “1)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기술평가) 없이 등록증이
발행되어 등록증이 악용되고 있음”이 문제점이라고 답한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개선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실체적인 심사전인 설정등록시에는 가등록증을 발행하고 실체심사후(기
술평가 유지결정후)에 정식등록증을 발행
2) 실체적인 심사전인 설정등록시에 발행되는 등록증에 기술평가유지결정없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더욱 명료하게 변경
3) 실체적인 심사전인 설정등록시에는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실체심사후
(기술평가유지결정후)에 등록증을 발행
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1)번 항목의 가등록증은 등록증의 title을 “가등록증”으로 명시하여
정식등록증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함.

- 응답결과
①제도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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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3)

*주관식응답

7

3

5

3

10

5

출원
대리인

대기업

5

이공계

10

7
2

4

3

이공계

2

계

19
1

9

1

1

3

10

3

3
인문사회계

1

7
4

학계

16
9

14
인문사회계

2

7

15

기업체

2
1

5
2

39

19

45

10

총113

1)

2)

3)

*주관식응답

5

1

1

1

② 제도시행자

심판관
3

3-4년

1

5년 이상

15

2년 이하

6

3-4년

4

5년 이상

6

2

4

4

2년 이하

6

3

12

4

3-4년

8

5년 이상

6

2 국

심사
3 국

심사
4 국

1

3

2년이하
심사

19

5
8

1
6

20

6

2
2

9
7

16

20

7

5

11

3
5

13

2

3

41

16

1
6

13

미기재

2

1

2

계

62

2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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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ㄱ. 예시문의 내용상 예시문 1)과 2)는 현행 선등록제도의 개선안이라고 본다
면 예시문 3)의 경우는 심사주의 심사제도의 실질적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시문1)과 2)를 지지한 응답의 빈도가 예시문 3)을
지지한 높다는 것은 등록증 남용이 제도의 개선 또는 페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중에 현재 선등록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현행제도
의 개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됨. 단 제2문에서 선등록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던 제도수요자 계층의 응답수가 3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용상 실
질적으로 구제도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예시문 3)을 지지하는 응답수가
45인 것은 응답자들의 응답에 일관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
나 권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사주의적인 내용이 가
장 효과적이고 설득력있는 개선안이라는 의견의 반영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다.
ㄴ. 제도시행자인 특허청 심판/심사관들은 선등록제도의 폐지를 압도적으
로지지한 바대로 예시문 3)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자인 심사관들 중 주관식 답변의 절대다수는 직접적으로 선등록제
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다. 개선안으로 제안된 예시문 2)의 등록증에 권리행사제한의 표시를 하는 것
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본 설문을 등록증의 남용문제의 해결에 국한시켜서 응답한 것으로 간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지지도가 높은 해결방안은 실체심사(기술평
가)후에 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즉 심사주의제도가 가장 효율적이
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2) 제6문 : 기술평가전의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의 절차 중복에 대한 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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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번문항에서 “2)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전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절차가 중복”이 문제점이라고 답한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개선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기술평가결정 후에 할 수 있도록 변경
2) 실용신안 선등록의 이의신청제도를 폐지
3)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결과
① 제도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주관식응답

3

3

2

7

6

대기업
이공계

출원
대리인

3

7

기업체

10
3

15

4

4

24
인문사회계

9

이공계

1

인문사회계

2

7
3

3

학계

계

1
1

37

20

② 제도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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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1)

2)

*주관식응답

6

4

1
4

2년이하

2

3-4년

4

5년 이상

19

11

2년 이하

8

1

3-4년

6

5년 이상

8

8

1

2년 이하

11

5

3

3-4년

11

5년 이상

14

심사
2 국

심사
3 국

심사
4 국

3
30

22

36

5

2

29

1
13

4

1

23

9

1
2

9

미기재

6

2

계

95

61

2
18

총 174

- 분석
제도수요자와 시행자 모두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경우 기술평가와의 중
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가 있은 후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이 다수를 점했다. 이것은 이의신청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수요자와 시행
자 모두 부담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제7문 : 기술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 개선안

7. 4번문항에서 “3) 기술평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권리자의 대응이 곤란하
고 심사처리가 지연”이 문제점이라고 답하셨을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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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응답 정리
․기술평가상의 복잡한 절차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정청구제도를 지
적하고 있다. 정정불인정예고, 정정불인정통지 등의 절차를 없애고 정정청
구서로 바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절차의 간소화 방법으로 제기
되기도 한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발명가들 중 등록후 기술평
가청구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며 기술평가 청구후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정정청구, 기술평가 정정명세 등의 보정을 특허의 보정과 비슷한 절차로 바
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대안에 대한 의견
⑴ 대안중 선호도에 대한 문의
1) 제8문

8. 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다음의 제도로 변경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현재의 선등록 및 기술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절차 간소화 등 일부 제
도개선
2) 선등록제도는 유지하되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기술평가서를 일본이
나 독일과 같은 감정서 수준으로 변경
3) 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을
우선심사에 흡수
4) 잘 모르겠다
5)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1) 일본과 독일은 우리의 기술평가결정처럼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서수준의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참고2) 현재, 우선심사대상건은 출원후 약4개월내에 심사착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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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 결과
① 제도 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3)

4)

*주관식응답

13

5

12

3

2

13

11

출원

대기업

5

이공계

17

대리인 인문사회계
학계

12

18

기업체

17
6
3

이공계

6

인문사회계

3

계

6
3

9

2

27

38
21

23
11
36
9

5

7

2

1

2

1

78

35

73

1)

2)

3)

3

3

9

1

1
4

4

총194

② 제도시행자

심판관
2년이하
심사

1
6

3-4년

2 국

4)

16
11

1

*주관식응답

2

2
49

10

3

1

5년 이상

6

9

23

1

1

2년 이하

5

4

17

1

1

3-4년

5

5년 이상

2

6

19

1

2년 이하

9

4

29

2

3-4년

5

5년 이상

3

심사
3 국

심사
4 국

12

17

11

1

11

2
5

49

13

2

1

108

39

2

2

1
3

40

미기재

3

1

10

계

41

37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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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ㄱ. 설문조사 상으로는 현재 완전 무심사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의 기술평가서 내지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안은 수요자 시행자 모두
로부터 가장 적은 지지를 받고 있다. 생각건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사보
고서제도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술평가제도와 비교하여 제4문의 결과에
서 나타난 바처럼 불확실한 권리의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아니라는 측면과 조사보고서라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모자라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판단된다. 제도시행자의 입장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선등록제도의 기술평가제도와 비슷한 일본식 기술평가서 제도의 채택은 기
술평가제도에 따른 제도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ㄴ. 제도수요자 입장에서는 제4문의 불확실한 권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
등록제도 폐지/ 우선심사제도의 도입과 현행제도의 유지/일반적인 절차
의 간소화에 따른 제도개선 중 유지개선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제도시행자 입장에서는 선등록제도 폐지의 일관된 대다수의 의견이 그
대안으로써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을 우선심사제도를 근간
으로 한 심사제도로 변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⑵ 제도의 변경시 그 현실적 반응의 문의 (제9문/ 제10문)

1) 제9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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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기술평가서를 일본, 독일과 같이 조사보고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실용신안 선등록으로 출원 혹은 출원
대리를 하시겠습니까?
1) 현재와 같이 출원 혹은 출원대리하겠다
2) 일부만 선등록 출원 혹은 출원대리하겠다
3) 선등록으로 출원 혹은 출원대리하지 않겠다
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결과
①제도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3)

*주관식응답

19

3

6

3

21

6

출원
대리인

대기업

11

이공계

25

10
4

20

8

이공계

5

계

9
3

4

4

2

3

5

2

7
인문사회계

1

12
4

학계

9
5

45
인문사회계

2

4

32

기업체

6

2

2
1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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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시행자(*출원인 혹은 출원대리인의 입장이 되었다는 전제

심판관

1)

2)

3)

*주관식응답

8

2

2

1

3

3-4년

3

5년 이상

19

11

7

2년 이하

8

5

10

3-4년

7

5년 이상

10

9

4

1

2년 이하

12

10

12

1

3-4년

17

5년 이상

19

심사
2 국

심사
3 국

심사
4 국

6

3

2년이하

25

25

48

6
19

2

18

4

24

5
9

18

5

1
1

19

5

2

44

14

4
1

18

미기재

3

5

4

계

109

68

87

15

총279

2) 제10문 : 선등록폐지 후 우선심사제도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흡수하는 경
우 제도의 수용의사 문의

10. 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우선심사 청구료를 인상
함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겠
습니까?
1) 이용하겠다
2) 이용하지 않겠다
3)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현재, 우선심사대상건은 출원후 약4개월내에 심사착수되고 있으나, 실용신안선등록제도하의
기술평가는 출원후 약10월내에 착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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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결과
①제도수요자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1)

2)

*주관식응답

23

6

4

24

4

7
36

기업체

출원

대기업

12

이공계

34

대리인 인문사회계
이공계

14

9

3

55
21

18
9

7

1

4
10

학계
인문사회계

3

5
1

124

계

2

7

43

14

총181

② 제도시행자(*출원인 혹은 출원대리인의 입장이 되었다는 전제)
1)

2 국

2년이하

16

3-4년

11

5년 이상

38

2년 이하

25

3-4년

18

5년 이상

22

심사

2년 이하

34

3-4년

43

5년 이상

46

4 국

2

2
65

1

4
1

1

심사
3 국

*주관식응답

13

심판관
심사

2)

65

2

3
1

2

1

4
123

6

2
1

2

미기재

11

1

계

2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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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ㄱ. 제도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어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대다수가
나타냈다. 이는 제도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 주관식 답변에서 지적한 바대
로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도자체에 대한 다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
사를 대다수가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ㄴ. 제도시행자 입장에서는 비록 장래에 출원인 혹은 출원대리인의 신분을 득
한 후의 입장이라는 전제하이지만 제9문의 조사보고서제도의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제8문에서 제도의 폐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
를 나타냈던 결과와 일관되게 비교적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3절 소

결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제도수요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실용신안등록의 불확실한 권리성의
개선요구
2. 신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
3. 현행 선등록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절차 및 중복되는 제도
의 개선 요구
4. 제도수요자의 현행 선등록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선호 내지 유지의견과 그
이유로서의 등록의 간편성 선호경향.
5. 제도 시행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복잡한 절차 및 중복되는 제
도의 개선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업무의 감소 요구
6. 제도 시행자들과 제도 수용자 중 일부에서 대안으로서의 제기되는 선등록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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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 수요자 및 시행자 모두 완전 무심사제도의 대안으로서의 거부
이러한 중요한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의 개선점은 등록된 권리지만
그 권리가 불확실한 점과 기술평가제도를 권리유지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실
체심사로 도입함으로 해서 실질심사를 생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심사제도
원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심사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심사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변형된 무심사제도의 제도적 특
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 내지 대안에 대하여는 일단 권리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인정하는 발명가 등 제도 수요자 입장에서의 유지 개선
과 그 장점보다는 종국적인 권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도 시행자 입장에서
의 제도적 문제 인식에 근거한 심사주의의 복권이라는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생각건대 제도 수요자의 유지개선의견 주장과 동시에 권리의 불확실성을 근본
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심사주의적
요소의 강화주장은 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구
로서 논리적 일관성에서 볼 때 약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심사주의
로의 회귀를 선호하는 제도 시행자나 수요자 중 변리사 등 제도를 직접 이용하
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구 심사주의 제도에서 현행 선등록제도로의 변경 즉 무심
사제도의 채택이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
거한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외국의 입법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완전
무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수요자 시행자 모두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 이용
의 관행 내지 인식과 무심사제도의 제도적 특성과의 차이점 때문에 그 채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집중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인 집중도에서 드러난 설문지 응답자로
대표되는 제도 이용자들의 의사는 이론적인 고찰의 결과를 반영함에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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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의 해결

1. 권리의 확실성 확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
한 두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권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과 불신의 개선이다.
이상 위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무심사제도의
제도적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무심사주의제도의 경우 그것이 완전 무심사제
도이던지 변형된 무심사제도이던지 간에 실체적 심사 없이 권리가 등록되고 이
러한 등록된 권리에 의해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유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
동안에는 그 사업화의 계속을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제3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활동이나 사업화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법적 확실성 확보의 문제는 그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하는 이용
자의 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독일이나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을 소발명의 일종의 잠재적
인 특허로 인식함에 따라 실용신안자체의 권리성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호주의 경우처럼 구 제도 하에서 등록된 권리의 확실성
에 기하여 그 고안을 시행하던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호주 같은 국
가에서는 변형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실질심사의 의의를 갖는 기술평가 내지
심사단계를 두게 되었고 완전 무심사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
과는 달리 잠재적 특허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보다는 권리성
판단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기술평가서의 제공에 더욱 주력하는 제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이라면 우선적으로
완전무심사주의는 그 대안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된 무심사주의
도 현행 실용신안법 상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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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 심사처리의 효율성 확보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인 실질 심사처리과정 즉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단
계의 효율성의 확보의 문제는 일단 제도의 간소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식 완전 무심사제도의 경우를 대안으로
들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수준의 실질심사는 그 심사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권리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심판의 단계로 넘겨져 있으므로 효율성의 확
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심사주의제도의
경우 또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그 심사청구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면 현
행 변형된 무심사주의적 선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지 개선이라는 대안은 기술평
가의 권리유지 취소 결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의신청의 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하여도 정정청구제도 자체의 부담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3.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현재 당면한 주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는 현행 선등록제도의 개선보다는 완전 무심사주의의 채택이나 심사주의의 채택
이 비교적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담보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심사제도의 채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기하는 현재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당
면 과제 앞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심사제도를 채택한 심사
주의가 될 것이다.

제2절 실용신안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으로서의 실용신안 심사제도

1. 우리나라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용신안대상의 변화 필요성과 심사제도
비록 실용신안제도가 그 채택의 원인 중에 선진산업국가의 기술적 우월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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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국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 제도일지는 모르나 고도의 산업발달사회에
있어서도 소발명은 존재하며 그러한 소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발전
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의 국내적 개선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국제적인 보호기준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Trips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용신안제도를 활용하여 기술혁신과정에 많이
등장하는 작은 기술혁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의 산업발달이 특별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에 그 파급효과
가 큰 분야가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의 따른 정보기술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기술산업분야의 경우 기존의 특허법에서 그 보호대상여부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대상들이 많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컨텐츠, 게임, 전자상거래 등 현재 특허의 보호대
상에 포함 내지 새로운 지재권보호제도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술대상들을
실용신안의 패러다임 안으로 끌어들 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전통적인 실용신안의 형태적 물건성의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전
통적 요건을 포기한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요소화와 재사용에 입각한 누적적
이고 점증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특성’에 실용신안제도는 잘 맞는다. 이러
한 고려는 유럽의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유럽위원회에 의해서 받
아드려져서 그 수정제안이 나오는 단계까지 진전된 바 있다.66)
따라서 실용신안제도의 심사제도 또한 장기적으로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의 확
대논의와 우리 산업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확대되는 보호대상
에 따라서 그 권리성의 확보가 다른 제도적 가치보다 높다면 권리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권리의 행사보다는 사업화의 기
66) Leith P., Software Utility Models and SMEs, 2000(2)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JILT). 구대환, “실용신안에 의한 컴퓨터 프로
그램의 보호”, 창작과 권리, 2003. . 10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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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술이라면 권리화가 빠른 심사제도를 채택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의 경우 저작권 등에서 보호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 권리성이 인정되
나 그 권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우 고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따라
서 이러한 저작권적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주의적 심사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BM의 경우 그 사업화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일단 사업화의 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는 무심사주의적 요소가 있는 심사제도가 바람직 할 수 있다.

2. 특허제도의 보완적 제도의 필요성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와는 달리 각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국가마다 자국의 산업의 보호에 최고로 적합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려는 노력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상이한 제도의 모
습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은 전통적인 특허제도보다 그 보호의 효율성과 적합성
이 제고되어야 하는 보호대상을 정하는 데 공통적인 분모를 갖는다.
이러한 보호대상은 특허의 진보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 그 개발 및
사업화와 권리가 필요한 기간이 짧은, 소위 life span이 짧은 발명이 그것이다.
위에서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제
도가 특허제도가 진보성 등의 엄격한 요건으로 해서 보호의 효율적인 면에서 적
합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이 그 보완적 제도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따라서 권리등록에 걸리는 시간 짧게 걸리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만이 단축되어지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화가
수월한 제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이 등록되어지고 그 권리가 행사되어지
기까지의 시간적인 소요의 단축은 현실적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결정되
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산업재산권의 중추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특허의 심사와 등록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실용신안제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허심사에 투자되어야 할
심사역량을 필요이상으로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내용은 채택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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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피해야 함이 타당하다. 즉, 동일한 심사형태를 갖는 심사주의 실용신안 심
사제도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비교우의의 장점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실용신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실용신안제도의
존치는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제도의 존재가 특허권을 보완하고
그 보호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래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분
야에 있어서 특허법보다 유연하게 그 보호의 대상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로서 존재의 필요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서 실용신안제도 자체의 폐지는 대안으로서 고려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현재 실용신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발명과 life-span이 짧은 기술
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심사제도와 함께 심사주의제도도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조기 권리의 확보는 제도 원론적인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
이기 때문이다. 즉 심사제도가 실질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를 받기까지 대기하
는 기간이 존재함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의
출원동향과 심사에 걸리는 시간(목표) 등 여건의 변화가 심사주의제도에 우선심
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처럼 제도의 개선과 결합하여 그 처리기간의 단축이 가
능하다면 형식논리에 따라 무심사주의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3절 결어 : 대안의 선택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론적인 장담점을 고려한다면 네 가지 대안 중
완전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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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심사주의 심사제도와 완전 무심사제도간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인데 일반적인 제도의 이론적 장․단점 보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제도 수요자의 제도이용의 관행과 기대를 감안하여 향후 제도의 수요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제도의 여건이 향후 어떻
게 변화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인의 비용과 출원절차
의 진행과 관련된 책임이나 부담의 문제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 우리나라 제도이용자들의 실용신안에 대한 특수한 태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을 이용하고 있고 장래 이용
할 제도의 수요자들은 실용신안권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기
대를 충족하고자 어떻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의 설문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보다 확실한 권리성을 갖는 실용신안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무심사제도 하에서 등록된 권리로서 사업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무심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발명 내지
life-cycle이 짧은 고안의 조기 사업화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일본식 기술평가나 독일식 조사보고서 작성
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심사형식이 업무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기술평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작업의
내용을 보면 권리성의 선언만이 없을 뿐이지 실질적 요건에 대한 판단의 단계까
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일식 조사보고서의 경우 물론 실질심
사의 부담이 선행기술의 조사 정도에 머물겠지만 이후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의
1심을 특허청이 맡는 경우 현재 제도 수요자의 권리성 요구 수요를 감안할 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가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단순히
완전 무심사제도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문조사
에서도 명백히 나타나듯이 완전무심사제도로의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제도 수요
자와 제도 시행자 모두에게서 보여지고 있고 이는 완전무심사제도가 두 입장에
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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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 제도시행의 여건 변화
실용신안제도와 관련있는 제도 운영의 여건 내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 우선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특허의 경우 그
심사기간의 단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
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성화한 심사주의의 채택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과 비슷한 기간으로 심사기간이 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 하에서의 특실의
심사처리 기간이었던 36개월 정도의 장기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할 때 권리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무심사제도를 고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이다.

- 비용 및 책임의 문제
마지막으로 심사제도의 대안을 선택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출원인의 절
차 진행에 있어서 부담의 문제이다. 절차의 진행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 소발
명의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그 권리성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묻는 것
은 현재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 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유럽공동체 실용신안제도 채택의 과정에서도 제기된 견해처럼 완전무심
사제도의 채택은 일응 그 출원비용의 감소로 보이나 향후 권리행사에 있어서 잠
재적인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또 완전무심사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출원
에 대한 출원인 자신의 책임으로 해서 출원준비에 더욱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두되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과 향후 실용신안제도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재의 여건변
화를 감안할 때,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을 배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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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어: 대안의 선택

용신안권제도를 위하여서는 제안 가능한 대안들 중 우선심사제도로 개선된 심사
주의 심사제도가 그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89 -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김원준, 「특허법」수정판, 박영사, 2001
송영식외 2인, 「지식재산권법(상)」제7전정판, 육법사, 2001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02
정양섭,「특허심판(이론과 실무)」, 대광서림, 1999
특허청(심사2국),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해설」, 명헌문화사, 1999
황종환, 「특허법」전정개정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吉藤辛朔(저),

유미특허법률사무소(역),

「特許法槪說」제13판,

서울

:

대광서림, 2000

강구철, “실용신안등록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술서” 「산업재산권」제
6권, 한국재산권법학회 (1997)
구대환, “실용신안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창작과 권리」제31
권, 세창출판사 (2003)
김성수, “(특허뉴스)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고분
자과학과 기술」제14권 제5호, 한국고분자학회 (2003)
석기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1), (2), (3)」”,「발명특
허」, 한국발명진흥회, 2002. 7, 8, 9.
신재호,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에 대한 검토” 「창작과 권리」제13권 세

- 90 -

창출판사 (1998)
윤선희,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세계 각국 실용신안법
의 동향”「창작과 권리」제12권, 세창출판사 (1998)
이상정,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EC 그린페이퍼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
권」제3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6)
______,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EC 그린페이퍼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
리」제2권, 세창출판사 (1996)
정광선,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의 문제점” 「산업재산권」제6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7)
______,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
록제도

도입의

문제점”,

「창작과

권리」제12권,

세창출판사

(1998)
최병규, “실용신안법의 쟁점 및 판례” 「안암법학」제6권, 안암법학회
(1997)
허정훈, “실용신안 무심사(제한적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지적재
산권법연구」제2권, 한국지적재산권학회 (1998)
______,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선등록 후심사제도 도
입을 위한 실용신안법 개정의 필요성”「창작과 권리」제12권, 세
창출판사 (1998)

특허청, 「2001년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02
______, 「2002년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03
______,

“2003년

지식재산

통계자료:

- 91 -

2003년

1,2,3,4,5,6,7,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or.kr)

2. 외국 문헌

靑山紘一, 「實用新案法」, 通商産業調査會, 1994
平山孝二 編, 「注解:改正特許?實用新案法の運用のてびき」, 發明協會, 1993

上田育弘, “これからの日本實用新案法を考える
發掘を目指して－

－日本工業所有權法の法的資源の

－復活する明治38年實用新案法制定の精神－”,

「パテント」, 弁理士會, 1997.9
玉井克哉, “無審査特許としての再生か緩慢な死か ―わが
實用新案法の改正論議に寄せて, 「ジュリスト」 no.1007, 1992.9
仁木弘明, “實用新案にかかる考案の進步性 ― 發明との對比において―”
「知的財産の諸問題(田倉整古稀記念論文集)」, 發明協會, 1996
安田有三, “實用新案技術評價書の侵害訴訟等における機能”
「知的財産關係訴訟法(齋藤博/牧野利秋 編)」, 靑林書院, 1997
富岡英次, “實用新案權侵害についての過失の認定”
「知的財産關係訴訟法(齋藤博/牧野利秋 編)」 靑林書院 (1997)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特許制度小委員會, 第1回 “實用新案制度
ワ-キンググル-プ 配付資料 ‘實用新案制度の現狀と課題’”,
平成15(2003. 7)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特許制度小委員會, 第2回 “實用新案制度
ワ-キンググル-プ 配付資料
‘實用新案制度の權利付與對象と存續期間の在り方’”, 平成15(2003.
9)

- 92 -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許制度小委員會, 第4回 “實用新案制度
ワ-キンググル-プ 配付資料 ‘實用新案制度 ワ-キンググル-プ
報告書(案)’”, 平成15(2003. 11)
日本 特許廳, 實用新案技術評價書の作成ガイドライン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17/17-1.h
tml˜17-7.html. 2001.9.19. 최종갱신)

탕종순, 「전리법해설」, 지식산권출판사, 2002.
마원 주필, 「전리법분해적용집성」, 인민법원출판사, 2003.
조건명 주필, 「신전리법사법해석정해」, 인민법원출판사, 2002.
이제군, 「전리법개론」, 중국방직출판사, 1999.
국가지식산권국조법사 편집, 「전리법실시세칙제2차개정도독」,
지식산권출판사, 2001.
황적동、유치 주필, 「전리법 및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
인민법원출판사, 2002.

IPR Helpdesk, "Forms of Legal Protection For Technical Inventions"
(http://www.ipr-helpdesk.org/documentos/docsPublicacion/pdf_xml/8_inv
encionesTecnicasBP[0000001055_00].pdf)
European Commission, "Amended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approximating the legal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COM(1999)309final, 97/0356(COD), Brussels, 25.06.1999
European Commission,"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in order to update the Green
paper on the Protec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Single Market

- 93 -

(COM(95)370final)",SEC(2001)1307, Brussels, 26.7.2001
European Commission(Internal Market DG), "Summary of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with a
view to updating the Green Paper on protection by the utility model
in the internal Market(SEC(2001)1307)", Brussels, 1 March 2002
IP Australia, "Introduction of Innovation Patent",
(http://www.ipaustralia.gov.au/patents/what_innovation_review.shtml)
Patent Act 1990(Australia)
(http://scaletext.law.gov.au/html/pasteact/1/545/top.htm)

- 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