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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사회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결정⋅

심사하는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예를 들어, 특허청장 또는 판사)이 사회 정의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특허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국제조약이나 

국내법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강제실시 판단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에 관한 이론들이 이들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이 강제

실시 판단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관련 법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강제실시제도의 이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윤리적 결과를 개념적 

차원에서 고려하기보다는 당해 강제실시가 구체적으로 야기할 의약품 접근권 개선의 

이익과 해당 특허권자의 재산적 손해의 정도를 예측⋅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계

약론적 관점에 따르면 차등 원칙에 따라 어떤 결정이 기본적 재화의 하나인 의약품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에 부합하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사회 

정의는 정부로 하여금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 (1) 얼마나 해당 의약품이 인간의 기

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여부, (2)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3) 유아⋅여성⋅노인⋅HIV/AIDS 환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4) 실질적⋅경제적으로 대체 가능

한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신속하고 유효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제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글리벡 특허와 푸제온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청구 사건에서 특

허청이 강제실시의 긴급성과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승인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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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 보다 가까운 국가인권위원회의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권고결정을 지지한다.  

주제어: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통상실시권, 사회정의, 분배적 정의, 인간기능이론

I. 서  론

의약품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건강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의 생명

권과 건강권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으로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1)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2) 또한, 우리

나라를 포함해 160여 개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르면, 조약 당사국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3)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1)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2010.7.29.자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

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 2008.12.26.자 2008헌마419,423,436(병합)(전원재판부) 결정(“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유통되는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

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것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

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3)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든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인권들을 예시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이러한 인권의 하나로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이 국제규약(조약)에 가입하였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3&chapter=4&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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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2000년 일반 논평 14를 통해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실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근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인 내용을 공표하였으며,4)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2002년 건강권 특별보고관이라

는 직위를 신설하여 건강권의 상태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5)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

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된 의약품의 독점적인 생산, 판매를 허용하므로 

의약품 가격이 고가에 설정되어 저소득자들의 의약품 접근이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1994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6)이 체결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어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특허권 보호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차별,7) 

의약품특허풀,8) 건강평가기금,9) 의약품 또는 금전의 기부10) 등 여러 방안이 모색

=en, 2012. 3. 27. 방문.
4)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ESCOR, 22d 

Sess.,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U.N. Doc. E/C, Dec. 4, 

2000, ICESR General Comment 14 (2000). 
5)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http://www.ohchr.org/EN/Issues/Health/Pages/ 

SRRightHealthIndex.aspx, 2012. 3. 27. 방문.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 (Univeristy of California Press, 2008), pp.281-283.
6)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r.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THE LEGAL TEXTS :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320 (1999), 1869 U.N.T.S.299, 33 I.L.M. 1197 (1994) (이하 ‘TRIPs 협정’).
7) 어떤 제품에 대해 둘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고 각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면, 독점 공급자는 각 시장에 대해 다른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차별(differential 

pricing) 정책을 통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총 사회적 부

도 증가하게 된다. 가격차별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하나이다. Prashant Yadav, Differential Pricing for Pharmaceuticals : 

Review of Current Knowledge, New Findings and Ideas for Action (2010), A study conducted 

for the U.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apps.who.int/medicinedocs/ 

en/m/abstract/Js18390en/, 2012. 3. 26. 방문.
8)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은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약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을 공급하기 위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승인 

하에 창설된 재단으로서 특허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자가 

   이 특허풀에 참여하면, 특허풀은 제네릭 제조업체에 해당 특허를 비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허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대신 특허권자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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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지만,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들

은 그간 제약회사들의 불참 또는 제한적 참여로 인해 아직까지 의약품 접근권 문

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태국, 브라질, 에쿠아도르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은 이러한 자발적 방안들과 병행하여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의약품 가격통제 등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11) 특히 제네릭 의약품12)의 주요 공급 국가인 인도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서명하고 1995년 TRIPs 협정 당사국이 됨에 따라 동 협정상의 

된다. 현재 AIDS 치료제에 대한 특허풀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9개 

회사 중 1개(Gilead Science)만이 특허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Jorge Bermudez 

& Ellen’t Hoen, “The UNITAID Patent Pool Initiative : Bringing Patents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The Open AIDS Journal, Vol. 4 (2010), pp.37-40.

 9) 건강평가기금(Health Impact Fund)은 특허 제도에 의해 촉진되지 않는 의약품(특히 소외 

질병의 치료제)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성과 중심(performance-based)

의 의약품 발명보상제도이다. 특허권자가 이 기금에 등록하면 그 의약품이 global 

burden of disease를 감소시키는데 공헌한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신, 특허권자는 원가로 해당 의약품을 전세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선진국 정부들이 매년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마련된다. Aidan Hollis & Thomas Pogge, 

The Health Impact Fund : Making New Medicines Accessible for All (Incentives for 

Global Health, 2008).
10) 일부 제약회사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 Udo Schuklenk & 

Richard E. Ashcroft, “Affordable Acees to Essential Med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Conflict between Eth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Vol. 27, No. 2 (2001), pp.179-195.
11) Carlos M. Correa,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South Centre Research Paper, No. 41 (2011), pp.17-19.
12)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법률로써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이라 칭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제네릭의약품 개요”, http://opendrug.kfda.go.kr/ 

generic/genericInfo/summary/generic01.jsp, 2012. 3. 26. 방문),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제네릭 의약품을 브랜드 의약품과 제형, 안전성, 함량, 

투여 경로, 품질, 성능 및 용도가 동일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

품안전청,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정보”, http://www.fda.gov/Drugs/ResourcesForYou/Consumers/ 

BuyingUsingMedicineSafely/UnderstandingGenericDrugs.html, 2012. 3. 26. 방문), 세계건

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이를 “통상 개발자의 의약품과 개발자의 허락 없

이 제조되어 특허권 또는 다른 전용권이 만료된 후에 시판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세계건강기구, “세계화, 무역 및 건강 관련 용어 해설”, http://www.who.int/trade/ 

glossary/story034/en/index.html, 2012. 3. 2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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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을 위해 의약품에 관해 방법 특허뿐만 아니라 물질특허까지 허용하는 내

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13)을 단행함으로써 인도 제약업체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제

조․생산하여 다른 저소득 국가들로 수출하는데 직접적인 법률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 내에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발동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도 제약업체들은 인도 내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및 제3세계 국가로의 수출을 위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인도 정부에 청

구한 바 있고, 현재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14)

이와 같이 TRIPS 협정이 체결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

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 혹은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실시는 자연스레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15) 행정관청이나 법원이 내리는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들 기

13) 인도 특허법(2005. 4. 5. 개정) 제4조. 본 조항에 따라 의약품의 경우에는 방법 특허만 

허용하고 물질 특허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구 인도 특허법(1970. 9. 19. 제정) 

제5조는 삭제되었다.
14) 암치료제를 주로 만드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업체인 Natco Pharma사는 인도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고 있는 Bayer사의 신장암과 간암의 치료제(제품명: Nexavar, 성분명: 

sorafenib)와 Pfizert사의 HIV/AIDS 치료제(Selzentry)에 각각 대응하는 제네릭 의약품들

을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청구하였고, Cipla사도 

Merck사의 HIV/AIDS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 바 있다. Natco Pharma는 

Nexavar 사건에서 인도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구입하기에 너무 가격이 높

아 100,000명의 환자 중 단지 1%만이 Nexavar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

실시를 청구하였고, 2012. 1.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특허권자인 Bayer는 의약품 연구개

발에 투자된 비용을 고려할 때 책정된 약가는 적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인도 

특허청장은 Bayer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비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C. H. 

Unnikrishnan, “Bayer Asked to Give Cost Data”, Livemint.com (2012. 1. 14), http://www. 

livemint.com/2012/01/13222935/Bayer-asked-to-give-cost-data.html?atype=tp, 2012. 3. 27. 

방문. 이후 인도 특허청장은 Nexavar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

렸다. Vikas Bajaj & Andrew Pollack, “India Orders Bayer to License a Patented Drug”, 

New York Times (2012. 3. 12), http://www.nytimes.com/2012/03/13/business/global/india- 

overrules-bayer-allowing-generic-drug.html?_r=1, 2012. 3. 27. 방문.
15)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은 상당한 투자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규모 제약

회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독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특허권에 기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특허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제력 없는 환자들은 생계비 중 막대한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이루어지면, 가난한 환자들은 훨씬 저

렴한 비용으로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제약회사 (및 그 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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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분배적 정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된다.16) 만약 

이들 기관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강제실시를 통해 

얻어질 건강 개선 효과와 강제실시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비교 

형량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수립․적용하게 될 것이고,17) 만약 사회계약이론에 

입각해 분배적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강제실시로 인한 사회적 부의 순손실을 

계산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합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차등원칙에 비추어 강제실시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18) 또한 강제실시청구가 의약품 제조능력이 빈약한 제

3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수출하기 위해 제

기된 경우라면,19) 심사기관이 국제 정의(global justice)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강제실시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명․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강제실시가 국내에서 청구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심사기준을 수립․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독점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서로 다른 

사회적․경제적 계층 간에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16)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정부기관이 사회 정의론의 관점을 가지고 법률해석이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예를 들어, 드워킨(Ronald 

Dworkin)은 통일적 법 이론(theory of law as integrity)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관된 도덕 원칙 (특히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법을 해

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onald Dworkin, Law’s Empire (Fontana Press, 1986), 

pp.164-165. 
17) Jeremy Bentham, A Fragment on Government, F. C. Montague(ed.), (Clarendon Press, 

1776) 참고.
1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참고.
19) 2007. 10. 4. 캐나다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중 하나인 

르완다에 수출될 HIV/AIDS 치료제(TriAvir)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Apotex사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였

다는 사실을 세계무역기구에 통지한 바 있다. Apotex사는 캐나다 정부에 강제실시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 특허권자들(Glakso-Smith-Kline사, Shire사 및 Boehringer 

Ingelheim사)로부터 자발적 실시를 받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특허권자들이 거부

하여 결국 강제실시권 발동을 캐나다 정부에 청구하였다. World Trade Organization, 

“Canada is First to Notify Compulsory License to Export Generic Drug”, News (2007. 

10. 4),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07_e/trips_health_notif_oct07_e.htm, 2012. 

3. 2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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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논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회정의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강제

실시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당해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의 분배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정의는 의약품 특허

의 강제실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대표적인 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이해

하고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20) 이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Aristotelian essentialism)에 기초한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인간 기능 

중심의 사회 정의론(human functioning theory. 이하 ‘인간 기능 이론’)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인간 기능 이론 고찰 : 공중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1. 사회 정의론 일반

인간 기능 이론 이전에도 사회 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은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두 이론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인간 기능 이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공리주의자의 시조인 벤담(Bentham)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에 내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야기하는 즐거움과 고통을 합산함으로써 결정된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의 복지를 측정하는 

단위를 ‘효용’(utility)이라고 명하고 자신을 ‘공리주의자’라고 칭하였다.21) 벤담이 

20) 사회 정의가 건강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미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예를 들어, Jonathan M. Mann, “Medicine and Public Health, Ethics 

and Human Right”, The Hastings Center Report, Vol. 27, No. 6 (1997), pp.6-13; 

Mervyn Susser, “Health as a Human Right : an Epidemiologist’s Perspective on the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3, No. 3 (1993), pp.418-426S; 

Venkatapuram & M. Marmot, “Epidemiology and Social Justice in Ligh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Research”, Bioethics, Vol. 23, No. 2 (2009), pp.79-89; Scott Burris & Evan 

D. Anderson, “A 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 : Social Justice Lite, or a 

Light on Social Justic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Vol. 38, No. 3 (2010), 

pp.580-593.
21) Bentham, supra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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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을 주장한 이후로 공리

주의자들은 공공 정책의 목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효용을 합산한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22) 이와 같이 정의를 행복 혹은 효용의 극

대화로 규정하는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의무론에 해당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특히 

보건 분야에서 정책수립자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23) 하지만 효율성과 정의는 서로 다른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을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

거나 다수의 사람을 소수의 더 큰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 정의를 규정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아무리 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예를 들어, 노예 제도)은 존재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적 의무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

에 따라 정해진다.24)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규명하려 한 대표적

인 학자인 롤즈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의 영향을 받아 사람은 보편적 관점에서 

22) David Miller, “Recent Theories of Social Just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3 (1991), pp.371-391.
23) 보건 분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근거가 될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질 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나 장애 보정 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s)을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거나 어떤 약품, 백신 또는 정책을 이용

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 또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등의 연구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정

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어

떤 정책이 가져올 비용 대비 편익이나 효과를 계량,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참고하는 실무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수립된 것은 공리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Marc J. Roberts & Michael R. Reich, “Ethical Analysis in Public Health”, 

The Lancet, Vol. 359, No. 9311 (2002), pp.1055-1059.
24) Rawls, supra note 18. 사회계약론자들은 기본적 재화를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이 재화의 사유화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 하

였다.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인 로크(Locke)는 노동 이론(labor theory)을 통해 인간은 

노동력을 자연 상태의 원재료에 적용함으로써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Peter S. Menell, “Intellectual Property : General Theories”, Encyclopedia of Law 

& Economics (Boudewijn Bouckaert & Gerrit De Geest eds.), p.157, http://encyclo. 

findlaw.com/1600book.pdf, 2012. 3. 27. 방문 William Fisher, “The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New Essays in the Legal and Political Theory of Property (Cambridge University, 

200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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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공평한 관점에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규명하기 위해 하나의 가설적 

상태를 상정하였다.25)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장막 뒤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에 놓인 합리적인 개인들26)은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개의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1) 개인은 누구나 

그와 동일한 자유를 가지도록 허용되는 한 최대한 많은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하고,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와 비교할 때) 그 사회의 가장 불리한 구성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27) 하지만 소득이나 부의 소유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경우에만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유주의나 

평등주의28)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자들이 소득이나 부의 ‘소유’(possession)라는 관점

에서 사회적 정의를 규명하려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인

간의 재화나 자원에 대한 요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라

는 점29)을 반영하지 못하며, 기본적 재화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합

의에만 치중함으로써 실제 공공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30) 

인간 기능 이론은 공리주의에서의 ‘효용’이나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원’보다는 인

25) 이러한 이유로 롤즈의 정의론을 도구주의적 주장(instrumentalist argument)라고 부르기

도 한다. M. Victoria Costa, “Human Rights and the Global Original Position Argument 

in The Law of Peoples”,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36, No. 1 (2005), p.55. 
26)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될 상황 (예를 들어, 성별, 인종, 재능,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삶에 대한 가치관, 자신들이 속하게 될 사회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

회를 구성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27) Rawls, supra note 18. 첫번째 원칙을 ‘자유 원칙’(Liberty Principle), 두번째 원칙의 뒷 

부분을 ‘차등 원칙’(Differential Principle)이라고 한다.
28) 롤즈는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 재화’(primary goods)라 명칭하고, 사회적 지위 또는 직책, 

소득, 재산 등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egalitarian 

liberalist)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Thomas Nagel, “Rawls on Justi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82, No. 2 (1973), p.233.
29)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녀의 영양적 필요는 임신 이전과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도 달라질 것이다.  
30) Martha C. Nussbaum,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Vol. 9, No. 2-3 (2003),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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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능적 ‘능력’이, 인간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수준에 있는지 여부를 파

악하는데 더 나은 척도라고 본다.31)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Aristotelian essentialism)32)

와 센(Sen)의 능력 이론(capability theory)33)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이론은 결과

론적 윤리관이 아닌 의무론적 윤리관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구별되고,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약론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34) 특히 이 이론의 대표자인 누스바움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명, 신체적 건강, 사고, 사회적 교류 

등 10가지 본질적 기능이 있고, 국가는 개인이 이런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5) 이와 같이 인간의 기능적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 

정의를 이해하고 공공 정책의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누스바움의 접근 

방법은 특히 여성 인권, 빈곤, 건강 분야에서의 정의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36) 

이 이론의 토대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그것 없

으면 그 물체일 수 없는 속성, 즉 ‘본질’(essence)을 가지고 있다. 인간 기능 이론은 

31) Martha C. Nussbaum, “Human Functioning and Social Justice : In Defense of Aristotelian 

Essentialism”, Political Theory, Vol. 20, No. 2 (1992), p.223.
32) 물론 누스바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이론이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Martha C. Nussbaum,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Fordham Law Review, 

Vol. 66, No. 2 (1997), p.276.
33) 능력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이라고도 함. ‘capability’라는 용어는 가능성, 생활역량, 

존재실현력,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이은아,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에 관한 철학적 고찰 : 롤즈의 정의론과 인간능력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5집 제1호 (2008), pp.129-161.
34) 인간 기능 이론의 주창자인 누스바움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사회 계약의 주

체로 전제한 롤즈의 주장에 대해 현실속의 개인들은 롤즈가 설명한 것과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반박한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

에 없고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또 다시 의존적인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

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 ‘사회 계약’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정의

의 원칙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Nussbaum, supra note 30, p.51.
35) Nussbaum, supra note 31, pp.202-246.
36) Wolfgang A. Markham & Paul Aveyard, “A New Theory of Health Promoting Schools 

Based on Human Functioning, School Organization, and Pedagogic Practic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6, No. 6 (2003), pp.1209-1220; 김연미, “권리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시험적 고찰”, 한양 학교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2009), p.34; Leon Tikly 

& Angeline M. Barratt, “Social Justie, Capabilities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n Low 

Income Countries”, EdQual Working Paper, No. 18 (2009), http://admin.edqual.org/ 

publications/workingpaper/edqualwp18.pdf, 2012. 3. 2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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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도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척도로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간은 누구

나 부당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선호와 그에 따라 

정해지는 효용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권리자격(entitlement)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간 기능 이론은 센의 개발 경제 철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센은 1인당 국민총생산 등과 같은 지표는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순 있어도 그 국가 내의 빈곤 계층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그 국가에서의 삶의 질 또는 복지 수준을 가리키는 좋은 지표

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능적 능력(capability,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을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37) 또한 그는 빈곤 계층이나 여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큰 효용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리주의적 방식으로 측정된 효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표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38) 이 이론의 영향으로,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거나 될 수 있는 

능력을 척도로 세계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발표해오고 있다.39)  

2. 인간 기능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건강을 중심으로

인간의 기능적 능력을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를 규명하고 구현하고자 한 센과 누

스바움의 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이 글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

시에 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건강을 중심으로 인간 기능 이론의 내용과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7) 크로커(Crocker)에 따르면, 센과 누스바움이 말하는 ‘인간 개발’이란 가치 있는 인간의 

기능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David A. Crocker, “Functioning 

and Capabilities : The Foundations of Sen’s and Nussbaum’s Development Ethic”, Political 

Theory, Vol. 20, No. 4 (1992), p.586.
38) 센은 이와 같이 왜곡된 사회적 소수계층의 선호를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

라고 명명하였다. Amartya Sen, “Capability and Well-Being”, in Martha C. Nussbaum 

&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1993), p.30.
39) Nussbaum, supra note 32, p.275.



430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2호 (2012. 6.)

공리주의자나 사회계약론자와는 달리 인간 기능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기능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개발의 정도를 이해하고 분배적 정의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functioning)이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40) ‘능력’이란 인간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기능의 조

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말한다.41) 사람들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 자신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internal capabilities),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

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그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조건이 없어야 한다(external capabilities)는 것이다.42) 센은 이와 같은 기능, 능력, 

자원, 사회적 조건의 관계를 흔히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43) 예컨

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탈 자전거가 존재해야 하며, 자전거 타는 행위를 금

지하는 사회적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로커의 설명처럼 기능과 능력의 

관계는 실제(actuality)와 가능성(possibility)의 관계로 설명될 수도 있다.44)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동일한 기능적 능력의 조합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기 다른 

기능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능적 능력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동일한 기능의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 크로커가 예로 든 것처럼, 

피난민이나 거지처럼 어쩔 수 없이 굶는 사람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단식을 하는 사람은 기능 측면에서는 둘 다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지만 

능력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5) 왜냐하면 피난

민이나 거지는 다른 선택(굶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해 굶는 상

40) Sen, supra note 38, pp. 30-31; Amartya Sen,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6, No. 2 (2005), p.153. 참고로, 크로커는 다음의 두 논문

을 통해 센과 누스바움이 말하는 기능과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리된 설

명을 제공하고 있다: Crocker, supra note 37; David A. Crocker, “Functioning and 

Capability : The Foundations of Sen’s and Nussbaum’s Development Ethic, Part 2”, in 

Martha Nussbaum & Jonathan Glover (eds.),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Oxford Universty Press, 1995), p.153 (이하, 두번째 논문

을 ‘Part 2’라고 함).
41) Crocker, supra note 40 (Part 2), p.153.
42) Crocker, supra note 40 (Part 2), p.161. 
43) Amartya Sen,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44) Croker, supra note 40 (Part 2), p.157. 
45) Croker, supra note 40 (Part 2),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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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강요당한 것이지만, 정치적 시위를 위해 단식을 하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굶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복지 수준은 다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 정책의 목적은 사회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따르는 공리주의자들은 공공 정책의 목

표를 ‘순 사회적 부’(net social welfare)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것이고, 롤즈를 비

롯한 사회계약론자들은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개인들이 가상적으로 합의하였을 

정의의 두 원칙(자유 원칙46)과 차등 원칙47))을 충족하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인간 기능 이론에 따르면, 공공 정책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 또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48) 이는 공공 

정책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즉, 공공 정책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까지이고, 이와 같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선택․추구하게 될 것이다.49)  

인간 기능 이론은 특히 보건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론

에 따르면, 건강은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 내지 기능이므로, 불가피하지도 않은데 건강 결핍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50) 건강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인간의 번영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 없이는 즐거움, 창조활동, 생산 등과 같은 인간의 다른 

기능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인체를 필수 구성

요건으로 하는 발명의 하나인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의료행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46) 각주 27 참고.
47) 각주 27 참고.
48) Nussbaum, supra note 31, p.221. 
49) Nussbaum, supra note 32, p.288.
50) Lawrence O. Gostin, “Meeting Basic Survival Needs of the World’s Least Healthy 

People: Toward a 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96, No. 2 (2008), pp.3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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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1) 특히 누스바움은 국제적인 차원의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이 윤리

적으로 부당하다는 보건법 학자들의 주장52)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는 기본적인 건강 수준의 결핍은 그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그 장소를 

불문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선진국은 후진국의 열악한 건강 수준

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조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53)

하지만 인간 기능 이론이 보건 분야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서는 좀 더 구체적인 리스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스바움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능력 내지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목록

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표 1). 이 목록에 포함될 항목들은 보편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또는 필요

학자명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항목들

누스바움54)
⦁생명 :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통상적인 기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

까지 또는 한 사람의 삶이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기 전까지 

사는 것 

51)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 (물질 특허 도입 전의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으

로서 의료방법 뿐만 아니라 의약, 의약의 조제방법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

성을 부정함); 특허법원 2001.8.17. 선고 2000허6387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과 특허법

원이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명은 특허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포섭되기 어려우므로 입법을 통해 특허성을 부정

하거나, 법정실시권 제도를 두거나,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

강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I (박영사, 2010), pp.422-440 (김기영 집필 부분).
52) Gostin, supra note 50, pp.331-392. 
53) Jennifer P. Ruger, “Ethics and Governance of Global Health Inequalities”, Journal of 

Epidemiology of Community Health, Vol. 60, No. 11 (2006), pp.998-1002.
54) Nussbaum, supra note 32, pp.287-288. 이러한 항목들은 누스바움이 ‘Level 2 of the 

Thick Vague Conception’이라고 명명한 것에 속하는 내용이다. Nussbaum, supra note 

29,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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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항목들

누스바움 ⦁신체적 건강 : 생식 건강을 비롯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거주 장소를 가지는 것

⦁육체적 완전성 : 자유롭게 장소 이동을 할 수 있고, 성적 공격․

가정 폭력 등과 같은 공격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생식 문제에서의 선택과 성적 만족을 위한 기회

를 가지는 것 

⦁감각, 상상, 사고 

⦁감정 : 사물이나 타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

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존재에 슬퍼하고, 그리움, 

감사, 정당한 분노를 경험하는 것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 선의 개념을 형성하고, 삶의 계획에 

대한 비판척 성찰을 하는 것

⦁유대(affiliation)

  ◦우정 : 타인을 위해 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고, 타인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에 대해 동감하며, 정의와 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존경 : 자긍심과 자부심의 사회적 기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받는 것55)

⦁다른 종(other species) : 인간 외에도 동물, 식물, 자연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이들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것

⦁놀이 : 웃고, 놀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정치적, 물질적 통제 : 자기 삶을 통제하게 

될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참여권을 가지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보호받는 것. 재산을 소유하고,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것

55) 인종, 성별, 민족, 계급,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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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항목들

고스틴56)
⦁백신 : (예) 홍역, 풍진, 소아마비, 폐렴, 로타바이러스,57) 말라리아 등

⦁필수 의약품(essential medicines) : (예)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anti-retrovirals), 사상충증(river blindness), 기생충 질환, 감염성 

안과 질환(trachoma)으로 인한 실명 등을 방지하거나 치료하기 위

한 의약품 등58)

⦁기본적인 위생

램틱틴59)
⦁사고와 감정

⦁감각 

⦁혈액 순환 

⦁호흡 

⦁소화 및 신진대사 

⦁운동과 균형 

⦁면역과 배설

⦁생식

⦁호르몬 조절

현재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스바움의 목록이다. 누스바

움은 10가지 핵심적인 능력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실천 이성과 유대

56) Gostin, supra note 50, p.367. 이와 같이 고스틴이 ‘필요’(need)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

본적 능력이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 한 것은 가치 있는 

기능은 실천 이성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는 누스

바움의 입장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7) 로타바이러스(rotavirus)는 어린이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관련 질병으로 전세

계적으로 매년 약 60만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8)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77년부터 성인용과 유아용을 구

분해 필수의약품의 모델 리스트(WHO Model Lists of Essential Medicines)를 2년마다 

공시하고 있다.  
59) Efrat Ram-Tiktin, “A Decent Minimum for Everyone as a Sufficiency of Basic Human 

Functional Capabilitie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Vol. 11, No. 7 (2011),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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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능력들보다 우선하고 나아가 다른 능력들을 조직한다고 보았다.60) 누스바

움에 따르면, 실천 이성이란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비판적 성찰을 통해 확인된다. 유대 능력이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가족적 또는 기타의 상호작용 및 연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상호성 － 즉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 을 통해 확인된다.61) 

누스바움은 생명과 신체적 건강을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적 건강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스틴은 ‘필요’의 관점에서 인간이 인간으

로서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

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그가 예시한 항목들은 백신, 필수의약품 등과 같이 작은 

비용만으로도 공중 보건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것인데, 이

는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공중 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램틱틴은 

인간의 생리학적․심리학적 능력의 관점에서 9가지 핵심적인 시스템을 규명한 후 

각각의 시스템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스템에서 더 높은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시스템에서의 부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는데,62) 이는 누스바움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서 공리주의적 관점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특히 건강과 관련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

본적 능력을 요구하는지는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기능적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면, 국가는 누구라도 이러한 기본적 능력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63)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4) 인간의 건강에 관한 기본적 능력이나 

필요에 대한 항목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60) Nussbaum, supra note 32, pp.273-300.
61) Martha C. Nussbaum, “Aristotelian Social Democracy”, Liberalism and the Good (Routledge, 

1990), pp.203-251.
62) Efrat Ram-Tiktin, “The Right to Health Care to Basic Human Functional Capabilities”,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DOI: 10.1007/s10677-011-9322-7 (Published online : 

2011. 11. 26), p.5.
63) Ram-Tiktin, supra note 62, p.5. 
64) 헌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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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은 조약 당사국들로 하

여금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1) 사산율 및 영아 사망률의 감소 및 유아의 

건강한 성장, (2) 환경적 및 산업적 위생상태의 향상, (3)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4)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청구를 판단하는 행정관청이나 법원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위와 같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

하는데 걸맞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만약 어떤 강제실시청구가 특히 

영유아의 생명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전염병, 풍토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성인용 의약품과 관련한 강제실시청구)보다는 강제실시의 필

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재까지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실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판단의 구체적

인 기준이 무엇인지 밝힌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2건의 

강제실시청구 사건에서 특허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며 

언급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통상실시권 재정의 청구사유 중에서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제3호)65)와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

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65) 특허법 (2005. 5. 31. 개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구법상의 비상업적 실시 요건을 

삭제하고, “특히”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05. 4. 22) 및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53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05. 5. 3)을 살펴보면, 본 호의 개정과정에서 “특히”라는 

문구가 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는 “특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본 호의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10. 8. 20,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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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66)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특허와 관련해 강제실시가 청구된 2건은 모

두 제3호의 사유에 근거해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

으나, 캐나다가 르완다에 공급될 제네릭 HIV/AIDS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의약

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제3국(특히 저소

득국가)에 공급될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후자의 사유에 근거한 강제실시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2건의 강제실시청구에서 특허청

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용한 판단 기준과 제5호에 따른 강제실시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강제실시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

는데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1. 특허청장의 판단 기준

국내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재정의 청구는 2002년 만성골수성백

혈병 치료약인 글리벡(Glivec)67) 특허에 대해 처음 제기되었다(이하 ‘글리벡 사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구 특허법(2002. 12. 11. 개정) 제107조 제1항 제3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에게 글리벡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하였다.68) 

하지만 특허청장은 (1)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처럼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글리벡이 고가임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일반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2) 현재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부담액은 보건복지부가 책정 고시한 

약가의 10% 수준이라는 점, (3) 글리벡의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 (4) 구 대외무역법(2000. 12. 29. 개정) 제14조69) 및 동법시행령(2002. 12. 

18. 개정) 제27조70)의 규정에 따라 자기치료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

66)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5호.
67) 상품명 : Glivec, 성분명 : imatinib mesylate.
68) 정상조․박성수 공편, 전게서 (각주 51), pp.1278-1279 (정연덕 집필 부분).
69) 구 대외무역법(2000. 12. 29. 개정) 제14조 제2항(“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기타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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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정도의 공공의 이

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였다.71)  

두번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청구는 2008년 HIV/AIDS 치료제인 푸제온

(Fuzeon)72) 특허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이하 ‘푸제온 사건’). 에이즈감염인연대

(KANOS)와 정보공유연대(IPLeft)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특허발명의 실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에게 푸제온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하였다.73) 특허청장은 푸제온이 일부 

70) 구 대외무역법시행령(2002. 12. 18. 개정) 제27조 제2호 바목(“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

으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해 대외무역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71호, 2001. 6. 26. 일부개정) 제3-3-1조 및 별표 3-2 제7조 자목 3)은 대외무역

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하나로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불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 또는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2

천불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71) 2003년 2월 특허청의 특허 제261366호에 대한 통상실시권 재정청구 기각결정서. 
72) 상품명 : Fuzeon, 성분명 : enfuvirtide.
73) 정상조․박성수 공편, 전게서(각주 51), p.1279 (정연덕 집필 부분). 한편, 특허법 제107조 

제9항은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07조 제9항에 따라 공포

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타법개정) 제2조의2는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

발명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마치 상위 규범인 동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다수성’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수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

규범(특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공공의 이익과 다수인은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HIV/AIDS 환자가 국민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특허

청장도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제출 서류 등과 같이 재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들을 위임하고 있는 

동법 제107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재정의 실질적인 요건을 두 가지나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판단된다(만약 동법 

제107조 제9항이 대통령령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강제실시 요건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동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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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1) 약가협상의 결렬 때문에 특허권자가 푸제온의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제한하는 재정을 인정할 경우 발명실시의 보호라는 특허권의 

본질적 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2) 청구인들이 통상실시권을 이용해 제

네릭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한 실시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 (3) 푸제온 이외에도 다양한 HIV/AIDS 치료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

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는 점, (4) 특허권자 측이 푸제온을 무상 공급함으

로써 잠정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해소되어 재정의 긴급성이 낮아졌

다는 점7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5)  

위 두 사건에서 특허청장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청구의 

인용 여부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와 발명 진흥이라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비교형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위 두 청구를 기각하였다. 특허청장이 강제실시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련 법익의 비교형량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강제실시로 인해 발생할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관점과 유사한 측면이 있

으나, 정작 특허권자가 입게 될 재산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전혀 판

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손해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로 인해 얻게 될 건강 

개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리주의적 

방식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특허청장이 이와 같이 강제실시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를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로 접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를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보아 헌법상의 과잉금지원

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것이다).
74) 당시 특허권자 측은 강제실시청구 사건에서 패소를 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푸제온의 

무상 공급을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75) 특허청 2009. 6. 19. 2009재통2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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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강제실시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76) 그러나 이와 

같이 강제실시 인정을 특허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으로만 인식하는 

접근방식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두 기본권 － 환자

들의 생명건강권과 특허권자의 재산권 － 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기본권 충돌 상

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77) 어떤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가 청구될 경우 그 청구는 단순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은 추상적인 공익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기본권, 즉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

기되는 것이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

76) 건국대학교, 신기술분야에서의 강제실시제도의 용에 한 연구 : TRIPs 정 개정에 

따른 강제실시제도의 용 사례를 심으로, 특허청 연구보고서, 2009. 7. 24, pp.125-130.
77) 건국대학교 연구자들은 기본권 충돌 문제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의 인용여부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와 다르며,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기본권 충돌 문제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와는 다른 

법리(입법의 자유영역이론, 기본권의 서열이론, 실제적 조화의 이론, 규범영역의 분석 

이론 등)에 의해 그 해결이 도모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충돌 사안의 경우 

법익형량 이론, 기본권 서열 이론, 실제적 조화 이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 바 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하 ‘흡연권 결정’)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

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

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기본권 충돌 상황은 

구체적인 이익형량과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

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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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위 두 사건에서 특허청장이 기본권 제한의 관점

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당해강제실시가 특허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권 및 건강권 측면에서도 강제실시의 불인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이라는 재산적 기본권의 제한

이라는 관점으로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1) 의약품 특허

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인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2) 

강제실시는 특허권 보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

약품 접근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므로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3) 특히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으로 독점권만을 제한할 뿐이므로 강제실시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다수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강제실시 여부의 

판단 주체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는 판단

을 내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장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를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한 것이든 아니

면 기본권 제한 또는 기본권 충돌 문제로 접근한 것이든 간에 일단 비교형량의 원

칙을 적용한다고 천명한 이상 당해 강제실시를 통해 얻어지는 환자들의 건강 개선 

효과78)와 강제실시를 통해 특허권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측정․비교

하여 손실이 더 크면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용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특허청은 위 두 사건에서 강제실시가 인용될 경우 특허권자가 입게 될 

재산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러한 손해와 

강제실시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도 않았

다. 또한, 푸제온 사건에서는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은 

78)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특허의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이 청구된 사건에서 

의약품 접근권의 확보라는 공익은 당해 재정을 통해 의약품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선될 개별 환자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효용의 합으로 계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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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으면서 정작 환자 수가 적으면 결국 강제실시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게 될 

재산적 손해 역시 적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79) 이와 같이 특허청장이 

두 사건에서 자신이 천명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허권자의 재산적 손실이 구체

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지 판단하지도 않고 나아가 이를 강제실시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의 정도와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지도 않은 것은 자칫 자의적인 결론

에 다다를 우려가 높은 접근 방식일 뿐만 아니라 비교형량의 구체적인 과정과 근

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심사를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80)      

 

2.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

특허청장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2009년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푸제온 사건이 우리나라 헌법과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보고 특허청장에게 푸제온 특허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81) 동위원회는, (1) 푸제온이 AIDS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는 점, (2) 특허권자가 2004. 5. 푸제온의 국내 

시판허가를 받고서도 강제실시청구가 제기될 때까지 4년 이상 푸제온 공급을 미룬 

것8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가 강제실시의 대안으로 언급한 패키지협상, 

79) 강제실시가 인정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대가를 지

급받게 될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재산적 손해는 더더욱 작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80) 특허법 제107조 제5항은 통상실시권 재정이 인정될 경우 특허권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글리벡 사건의 경우라면 특허권자의 불이익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재정이 없었을 경우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서 

통상실시권 재정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보상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을 차감하는 방식

으로 계산될 것이다.
81)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2009. 6. 15. 결정(제목 :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개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

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

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 내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82) 푸제온 특허의 특허권자인 Roche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될 푸제온의 가격을 선진 7개

국에서의 평균 가격 수준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푸제온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고서도 4년간이나 푸제온의 국내 공급을 거부하다가,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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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 제도의 도입, 신개발 AIDS 치료제에 대한 공급 촉진 등은 특허권자를 강

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3) 관계법령이 개인적

으로 외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AIDS 환자들이 월 백팔십 만원이 넘는 푸제온의 약값을 자비로 수입해 이용

하기는 어렵다는 점, (4) TRIPs 협정 이후 많은 나라들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지만 선진국의 무역보복 

협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단순히 강제실시를 인정할 경우 국내 경제에 타격이 될지 모른다는 이

유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5) 강제실시가 이루어지면 특허권자는 법률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국내에

서 이루어짐으로써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다는 점, (6)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가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푸제

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83)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허권자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푸제

온이 HIV/AIDS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

고, 위 사건에서 충돌되는 법익 중에서 인간의 필수적인 기능적 능력인 생명과 건

강의 보호하는 것이 재산의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보다는 인간 기능 이론에 더 가까운 접근 방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위원회가 생명․건강권의 보호가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은 기본권 충돌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84)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허청장과 달리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얻어지는 의약품 접근권의 확보라는 법익 내지 이익과 비교되어

야 할 대상을 발명촉진이라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당해 사건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로 인해 특허권자의 재산권에 야기될 구체적인 

가 청구된 이후인 2009년 2월경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체계에서는 푸제온의 사

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등,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에 

대한 입장”, 2009. 3. 4, http://www.aidsmove.net/main/zbxe/4925, 2012. 3. 27. 방문.
83) 국가인권위원회 전게 결정 (각주 81). 
84) 헌법재판소 흡연권 결정 (각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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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 본 것은 이익형량 원칙의 타당한 적용방식으로서, 이는 기본권 충돌의 경

우 구체적인 이익형량과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유사하다.85)    

3.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요건 

2005년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된 본 호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의약품 접

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청구될 경우, 이

러한 청구는 해당 국가가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

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본 호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도하 선언문86)과 

이후 2003년 채택된 WTO 일반이사회 결정문87)의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국가에서의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의 유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가 강제실시를 할 경우 의약품 제조능력이 

있는 우리나라로부터도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88)
 

그러나 특허법이 어떤 질병이 인간의 생명이나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로 본 호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은 해당 질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숫

자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계량주의적 접근방식이며,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란 과반수 혹은 많은 수를 의미하므로, 본 호의 문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본 호에 근거한 강제실시는 외국이 자국민의 과반수 혹은 그에는 

못 미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나라로부터 의약품 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상 환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본 호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면, 아무리 인간의 생

명이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라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숫자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 혹은 많은 수에 

85) 대법원 전게 판결 (각주 77).
86)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Doha, Nov. 9-14 2001, WT/MIN(01)/DEC/2 (Nov. 20, 2001).
87) World Trade Organization,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L/540 (Sept. 1, 2003).
88) 정상조․박성수 공편, 게서 (각주 51), p.1286 (정연덕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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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는 이상 특허청장은 본 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생명이나 활동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라도 그 대상 환자의 수만 많다면 본 

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TRIPs 협정 및 도하선

언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

동할 경우 제조능력이 있는 제3국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신설된 본 호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본 호의 “다수의”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 도하 선언문에 “다수의 개도국과 최빈국들 특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국가들과 관련된 공중보건문제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문구,89) (2) 본 제도개선의 취지, 그리고 (3) 특허권자의 이익을 감안할 

때, 본 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다수성’뿐만 아니라 ‘중대성’까지 인

정되는 질병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90) 그러나 이와 

같이 본 호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중대성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본 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허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다. 또한 이 견해가 근거로 삼고 있는 도하 선언문의 ‘중대성’(gravity)이라는 

문구는 ‘대상 질병’의 중대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문제’의 중대성을 언

급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도하 선언문 제1조의 의미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저소득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중보건 문제의 ‘중

대성’을 공감하여 동 선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이는 도하 선언문이 중대한 질

병에만 국한된 결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위 견해는 그밖에 

‘제도 개선의 취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본 호의 적용범위를 다

89) 도하 선언문 제1조(“We recognize the gravity of the public health problems afflicting 

many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ose resulting from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90) 이익희, “특허발명의 권리회복제도와 강제실시제도”, 지식재산21, 통권 제91호, p.31 

(“‘자국의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이라 함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한 질병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수의 인원과 관련된 질병이어야 하고, 사람의 생명

이나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 따라서 

소수의 인원만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질병이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 만큼 경미한 정도의 질환이라면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

지도 않고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양철호, “의약특허의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6. 8.),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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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경우, 자국 내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한 저소득

국가가 본 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중보건 체계가 부실한 경우

가 많을 뿐더러 법률지원 체계도 부실하기 때문에 강제실시 청구인이 다수성이나 

중대성 같은 강제실시 요건을 소명 또는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설령 공중보건 체계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

떤 인플루엔자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4. 강제실시청구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려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정의론(특히 인간기능이론)의 관점에서 특허청장과 국가인

권위원회가 판단에 고려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강제실시의 긴급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특허청장은 글리벡 사건에서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사회적 위험의 결여’

를 청구기각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제온 사건에서도 피청구인 

측이 해당 의약품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잠정적이나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

가 해소되어 재정의 긴급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의 긴급성 유무를 특허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강제실시

청구의 판단 기준의 하나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허청장의 입장은, 우리나라 특허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마찬가지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

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 특허청이 실무에 

참고하는 ‘재정제도의 운영요령’91)이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91) 裁定制度の運用要領, 経済産業省 工業所有権審議会, 1975年(昭和50年) 12月 1日 決

定. 일본 특허법은 과거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59년 

개정시 이를 삭제하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정부사용 규정을 두지 않으며, 1994년 미

국과의 합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공적인 비상업적 이용을 제외한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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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 국민생활에 직접관계가 있는 소위 공공적 산업부문에 속하고 해당 발명을 

긴급하고 널리 실시할 필요가 높은 경우”를 본 호의 적용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는 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92) 또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단

순히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 역시 과잉금지원칙과 관

련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의약품의 부재로 

인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93)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 특허

청의 실무요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특허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당해 운영요령은 교과서적인 사례에 치중하고 있고 단지 추

상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에 부

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94)  

특허청장이 특허법 문언에도 없는 재정의 ‘긴급성’을 강제실시청구 사건에서 중

요한 판단요소로 보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실시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기본적으로 특허권과 생명․건강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본 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 제106조 제1항과 동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적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특허법 제106조 

제1항95)은 정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한하여 특허권을 수용․

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동 ‘재정제도의 운영요령’을 개정해 강제

실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한다. 知的財産硏究所, 特許権の効力の例外及び制限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5年), 98頁, p.2,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 

pdf/strategy_wg07/paper08.pdf, 2012. 3. 27. 방문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 보고서 

(각주 65), pp.47-48에서 재인용.
92) 일본 특허청의 “재정재도의 운영요령”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설 

등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된 분야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국민생활에 

실질적 폐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란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축 등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소위 공공적 산업부문에 속하고 해당 발명을 긴급하고 널리 실시할 필요가 높은 경우

(예컨대, 악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이에 대한 특효약인 특허발명품을 신속

하고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裁定制度の運

用要領, 2. 要件, (1) 特許法の場合, ⑤ 項.
93) 건국대학교, 전게 보고서 (각주 76), pp.124-125.
94)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왼쪽에서 보는 지 재산권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 

p.122. 이러한 입장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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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

성’을 본 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 또는 실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단순히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긴급성’은 본 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96) 

즉,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

제실시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긴급성이 법률상 요

건이 아닌 이상 단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실시청구를 기

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허청장의 입장은 비

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두 기본권 중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만 긴급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뿐 특허권자의 재산권 보호가 긴급하게 요구되는지 여부는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형량 원칙의 공평한 적용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강제실시로 인해 야기될 특허권자의 재산권 보호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가 ‘긴급히’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정의 긴급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강제실시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당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로 인해 

‘순 사회적 부’(net social welfare)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실시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재정의 긴급성 여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재화의 생산 및 소비가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형

태는 경쟁시장인데, 만약 특허권 보호로 인해 어떤 의약품에 관하여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의약품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화

된 수준보다 부족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감소된 사회적 효용 중 일부는 독점공급자의 이익으로 흡수되지만 나머

지97)는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된다.98) 이러한 

95) 특허법 제106조 제1항(“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

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

에 한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

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96) “특히”라는 단어가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7) 자중 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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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효용이 발생하는 특허권 보호 상태에서 만약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

시가 허용된다면 경쟁업체들이 당해 의약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권 

보호로 인해 부족했던 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판매가격은 인하될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강제실시는 특허권 보호로 

인해 형성된 독점 공급 시장 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의 순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공리주의자라면 긴급성 결여를 이유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를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장려할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특허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99)로서는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로 인해 독점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던 사회적 순손실은 감소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발명 활동 －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 에 대한 인센티브

도 함께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르더라

도 기본적으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는 당해 특허의 강제실시로 인해 증가

될 순 사회적 부와 그로 인해 감소될 발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재정의 긴급성 유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허청장이 두 건의 강제실시청구사건에서 긴급성 결여의 경우까지 강제

실시를 허용할 경우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

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100) 강제실시인정 여부는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일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특허권 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 것을 볼 수도 있으나, 당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로 인해 즉각적으로 혹은 단기간 내에 얻게 될 건강 

개선 효과와 장래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의 긴급성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특허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입장과도 부합되지 않는

98)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8), pp.373-379. 
99) 이들은 발명자에게 법률로써 재화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Aspen Publishers, 

2007), pp.10-17, 127.
100) 이러한 추상적인 우려는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당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로 인해 얻게 될 건강개선효

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비교형량의 대상으로 삼기에도 부적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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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특허권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르

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과연 장래의 발명활

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 것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예측․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1) 해당 의약품의 전

체 수요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2) 발명의 신규한 정도 등을 간접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101) 예를 들어, 글리벡 사건의 

경우에는, 글리벡의 주요 수요층이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환자

들이고 국내 환자들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102) 그리고 

글리벡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의문이 다른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103)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설령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약 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사회 계약 이론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는 어떤 결정이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다.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 구조를 설계

하는데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나 평등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므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경제적 효율과 같은 다른 사회적 재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으며, 누구나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직에 취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

다.104) 의약품 접근권은 국제조약과 여러 국가의 헌법이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101) 강제실시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의약품 발명촉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1) 위 사항들은 강제실시에 반대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점, (2) 이 사항들에게 관한 자료는 통상 특허권자에게 귀속되어 있

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제실시를 반대하는 당사자인 특허권자 측이 부담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2) 국내에서 글리벡 특허의 강제실시청구가 제기되자 노바티스가 강제실시를 모면하기 

위해 글리벡의 국내 무상공급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우리나라가 글리벡의 주요 시장

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03) 인도 정부는 글리벡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결여하고, 그 발명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에게 자명하며, 당해 성분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지 않는 단순히 알려진 

성분의 새로운 형태의 발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하였고,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가 

진행 중이다. Vikas Bajaj & Andrew Pollack, “India’s Supreme Court to Hear Dispute 

on Drug Patents”, The New York Times (2012. 3. 7).    
104) Rawls, supra not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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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의의 첫번째 원칙에 부합되기 위해

서는 누구나 평등한 의약품 접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 기본적 권리는 경제

적 효율성과 같은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특

허청장이 글리벡 특허의 강제실시를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의약 선진국들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거부한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정의의 첫번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사회계약이론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의의 두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수요가 큰 재능이나 능력(예를 들어, 발명 능력도 여기에 

해당함)을 타고나는 행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재화를 가져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1) 누구에게나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2) 그것이 사회의 가장 혜택 

받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105)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사회적․경제적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사회계

약론의 관점에서 보면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의의 두번째 원칙에도 부합

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는 법률에 따라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특허권이 부여되면 다른 사람들은 발명

자의 허락 없이는 그 발명품을 생산, 판매,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후에 이러한 특허발명을 참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명106)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이와 같이 특별

하고 강력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의 두번째 원칙에 부합되는가를 우

선 살펴본다. 특허법은 의약품의 발명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의약품 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약품의 

치료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새로운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107) 대부분의 신약 개발은 소수의 대규모 제약회사들에 의해 

105) Rawls, supra note 18. 
106) 균등론에 의해 확장되는 특허범위 내의 모든 발명까지도 포함함.
107) Joshep A. DiMasi, Henry G. Grabowski & John Vernon, “R&D Costs and Returns by 

Therapeutic Category”, Drug Information Journal, Vol. 38 (200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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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08)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는 사회경제적 

차등이 허용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인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의약품의 발명은 특허권 보호로 인해 다소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

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일응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높게 설정된 독점 

가격으로 인해 사실상 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거나 의약품 구입에 자신의 소득 

중 너무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만 한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는 사회경

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두번째 원칙 중 뒷부분의 조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

약론적 관점에서는 다른 재화에 대한 특허와 달리 적어도 의약품 특허의 경우에는 

재정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강

제실시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반대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의의 두번째 원

칙을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는 해당 의약품이 

인간의 기능적 능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역시 재정의 긴급성 유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재정의 긴급성보다는 해당 의약품이 증진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능적 능력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여부, 그 의

약품이 품질, 안전성, 효율성10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수의약품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통상 의약품 특허가 심사를 거쳐 

기존 의약품보다 뛰어난 효능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

추어 보면, 글리벡이나 푸제온 같이 특허가 허여된 의약품들은 일단 효율성 측면

에서는 필수 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세 가지 이

외에도 WHO 필수 의약품 리스트는 비용효과성을 필수의약품 선정의 중요한 기준

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 결과 특허권 보호로 인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의

약품들은 대부분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기능적 능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가격이 높아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108) Bernard Munos, “Lessons from 60 Years of Pharmaceutical Innovation”,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 8 (2009), pp.959-968.
109) 이는 WHO의 필수의약품 리스트 선정 기준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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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특히 사회적 빈곤층)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약품 가격이 특허 보호로 인해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은 오히려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볼 것이다. 

(2) 희귀의약품에 관한 특허인지 여부

글리벡 사건에서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가 문제된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치료제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암의 일종이지만 다수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흔한 질병은 

아니다. 글리벡의 경우 우리나라110)와 일본에서는 아직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111)  

다만 이 약품은 특허권 보호로 인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는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리스트112)에는 올라 있지 않다.113) 글리벡

과 같은 희귀의약품114)은 희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므로 다수의 사람들

110) 백혈병 치료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모상세포백혈병 치료제인 펜토스타틴, 

급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엘 아스파라기나제(L-Asparagainase), 만성임파구성백혈병 치

료제인 알렘투주맙, 성인 급성비임파성 백혈병 치료제인 우베니맥스(Ubenimex), 급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노시타빈(Enocitabine), 성인 급성백혈병 완화제인 암사크린(Amsacrine), 

소아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 만성 임파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인

산플루다라빈(Fludarabine phosphate)과 플루다라빈포스페이트 등이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목록”, http://www.kodc.or.kr/ 

search/druginfo_search.asp, 2012. 3. 27. 방문. 
111)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해외희귀의약품 : 미국”, http://www.kodc.or.kr/american/america_ 

orphan.asp, 2012. 3. 27. 방문. 미국의 경우에는 희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

국 인구 중 20만명 이하(예외 있음)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질병(rare diseases)을 치료

하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대 승인을 

얻은 첫번째 스폰서에게 7년간 당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

용하고 있다. Orphan Drug Act of 1983, §526(a)(2) & §527(b)(2).
112) EDL(Essential Drug List)은 WHO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효능, 안전성, 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필수 의약품 목록으로서 현재 160여 개국에서 의약품 정

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 Richard Laing, et al., “25 Years of the WHO 

Essential Medicines Lists : Progress and Challenges”, The Lancet, Vol. 361, No. 9370 

(2003), pp.1723-1729.
113) Pieter Stolk, Marjolein Willemen & Hubert G. Leufkens, “Rare Essentials? : Drugs for 

Rare Diseases on the Essential Medicines List”,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WHO Expert Committee on the Selection and Use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1 

2005.
11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0호, 제24조 

제1항, 제28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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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아니지만,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의 입장에

서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기도 하다. 경쟁시장 

구조에서는 이러한 희귀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희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작으므로 제약회사들은 희귀의약품 개발을 아예 포기

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희귀의약품을 개발한 후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판매가격의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자신들이 개발

한 희귀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므로, 그 결과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

신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이 아예 개발되지 않거나 설령 개발되더라도 매우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허의 강제실시가 희귀의약품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강제실시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하여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의약품을 가져다주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므로, 만약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희귀의

약품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리벡 사건에서 특허청장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를 기각한 

것도 글리벡 같은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의 강제실시를 통해 사회 전체가 얻

게 될 건강개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 제도가 다수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5호, 2011. 12. 27,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

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2-6호 

고시, 2012.1.18 일부 개정) 별표 3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

라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거나, 공급자 단체의 추천이 있거나, 장관이 퇴장방지의약품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 기준 제8조 제7항). 이는 

저가 필수의약품으로서 사용량이 적거나 생산원가가 맞지 않아 제약업체의 생산기피 

등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

정하여 생산 및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마련된 제도이다. 퇴장방지의약

품으로 지정되면, 사용장려비 또는 생산원가보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소영, 

“보험의약품 가격 관리”, 의약품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8), p.19; 이의경․송진

형․채수미, 퇴장방지의약품 리기 연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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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될 수는 없는 것처럼 다수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희귀 질병

에 걸린 소수자들의 건강권을 쉽게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구조 하에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른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실시제도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로 인해 

희귀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흔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의약품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부유층보다는 사

회경제적 약자층에게 더 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의 강제실시청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차등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특별히 더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건강을 유지

하고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기능적으로 영위할 가치를 가진다. 누스바움이 예

시한 인간의 10가지 기본적 능력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유대이

고, 유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존경’이다. 누스바움은 존경의 의미에 대해 인

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자신이 걸린 질병이 희귀한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며, 희귀 질병 보유자라는 

이유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용인되기 어렵다. 즉, 

인간 기능 이론이라는 관점에서는 강제실시의 대상 특허가 희귀의약품에 관한 것

이라는 사실은 특별히 당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부정하거나 강제실시의 필요

성을 감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당해 의약품이 해당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의 기능적 능력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글리벡 사건의 경우 글리벡이 희

귀의약품이라는 점은 글리벡 특허의 강제실시를 부정할 근거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환자의 수보다는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 글리벡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실시처럼 이미 개발된 희

귀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의 수립 외에도 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

으로서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희귀 질병이 무엇인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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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나아가 향후 이에 대한 치료제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병

행할 것이 요구된다. 태국 정부가 2007-2008년 다수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하면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수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인 글리벡을 애초 강제실시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은 

인간 기능 이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볼 수 있다.115)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자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어떤 의약품의 개발 및 공급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만약 비

용효과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소수의 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의 개발은 그 의약

품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언제나 정책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건강권 보호는 늘 뒷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순 사회적 부나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계

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소수를 희생시키는 제도116)는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정

당화될 수 없다. 물론 희귀의약품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특허의 강제실시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환자의 수가 작다는 사실이 특별히 특허의 강제

실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희귀 질병의 

치료를 위한 강제실시가 청구될 경우에는 대상 환자의 수보다는 해당 희귀 질병이 

얼마나 인간의 기능적 삶에 치명적인 것인지 여부와 해당 의약품이 그 질병을 치료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 여부가 보다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경제적 약자 계층의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간 기능 이론에 따르면, 유아, 여성, 노인, HIV/AIDS 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 내지 소외 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의 

강제실시가 청구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강제실시의 필요성이 좀 더 크게 

인정될 것이다. 누스바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의 하나인 ‘생명’과 

관련하여 누구나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정상적인 길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15) 글리벡도 당시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대상 의약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제실시 

발동 직전에 특허권자인 노바티스가 태국 정부의 의료보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글리벡을 공급하기로 태국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잠정적으로 강

제실시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태국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수는 900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Ed Silverman, “Novartis Strikes Deal with Thailand over Gleevec”, 

Pharamalot (2008. 1. 31), http://www.pharmalot.com/2008/01/novartis-strikes-deal-with-thailand- 

over-gleevec/, 2012. 3. 27. 방문.
116) 예를 들어, 노예제도, 장애인 참정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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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유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

된 의약품 특허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강제실시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 

높게 인정될 것이다. 이는 여성, 노인, HIV/AIDS 환자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소

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푸제온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언급한 바 있

듯이, 국내 HIV/AIDS 환자들은 신체적․심리적 고통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117)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이들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의약품인 푸제

온이 적정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호의 필요

성은 더 높게 인정될 것이므로, 같은 HIV/AIDS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주로 성인용

으로 사용되는 푸제온의 경우보다는 유아용 치료제의 경우에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를 인정할 필요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8)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HIV/AIDS 치료제는 많지 않으며 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아들의HIV/AIDS 치료제 접근가능성은 성인의 경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119)  

(4) 대체 의약품의 존재 유무

특허의 강제실시대상이 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국내외에 존

재한다는 사실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의약품이 존재할 경우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로 얻게 될 사회적 이익이 적

어질 것이므로 강제실시가 정당화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것이다. 사회계약론

의 관점에서도, 만약 실질적으로 대체가능한 다른 의약품이 적정한 가격에 이미 

공급되고 있다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117) 박영숙, “오윤희, 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5. 6), pp.110-119. 
118) 푸제온의 경우에는 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약물의 흡수, 대사 등에 관한 

데이터가 존재하나, 하루 두 번의 주사를 요하므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Asha Bowen, Pamela Palasanthiran & Annette H. Sohn, “Global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Paediatric Antiretrovirals”, Drug Discovery Today, 

Vol. 13, No. 11/12 (2008. 6), p.534.
119) HIV를 가진 성인들 중 28%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아이들의 

경우에는 15%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Bowen et al., supra note 116, 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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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계층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는 적을 것이므로 정의의 두 원칙에 위반될 소

지가 작을 것이다. 한편,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 의약품의 존재 여

부는 그 자체보다는 그 사실이 강제실시청구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 인간의 기능적 

능력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푸제온 특허의 강제실시와 관

련하여 기존 의약품에 의한 치료에 실패한 HIV/AIDS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

물로 푸제온 말고도 다른 치료제들이 국내에 존재하지만, 여러 약물을 복합 처방

하는 HIV/AIDS 치료법의 특성상 푸제온의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푸제온이 다른 약품에 의해 반드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결과적으로 

푸제온이 기존의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환자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인간 기능 이론의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120)  

사회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더라도 결국 대체 의약품의 존재 여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각 관점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식

적인 대체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인 대체 가능성이 각각의 이론에 따라 도출될 결론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단순히 용도가 같은 다른 의약품이 명목상 

존재하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질병의 치료방법, 약물 내성, 대체 의약품의 가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경제적으로 다른 의약품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만성골수성백혈병 

뿐만 아니라 결핵121)과 같이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한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 과정

에서 약물 내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질병에 대한 복수의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특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효한 질병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강제실시가 보충적 구제수단이어야 하는지 여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는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

120) 국가인권위원회 전게 결정(각주 81).
121) 결핵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 

내성이 있는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 Jim Yong Kim, “Toward a Golden Age : 

Reflections on Global Health and Social Justice”,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Summer 2007),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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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122) 사회보장, 사회부조, 의료보험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에 의해 환자들

의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정의에 관한 어떤 이론으로부터도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의약품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어야 한

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순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

바, 이때 다른 구제수단의 비용효과성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국민의료보

험에서 특허 의약품 구입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 따라서 공리주

의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국민의료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낮

다는 이유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료보험의 적용

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역시 순 사회적 부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함께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특허청장이 글리벡 사건에서 세금을 통한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부담액은 보건복지부가 책정 고시한 약가의 10%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 특허의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을 충족하는 이상 강제실

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최후의 구제수단이 될 

필요는 없다. 또한 인간 기능 이론에 따르더라도 특허권 보호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누군가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가능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정당화

될 것이다. 다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그로 

인해 특허권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큰 상황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강제실시 외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안들은 실질적으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만큼 신속하고 유효한 수단이어야 할 것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

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특허권자가 강제실시 인용결정을 모면하기 위해 의약품 무

122)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관한 특허법 제107조나 TRIPS 협정 제31조 어디에도 ‘보

충성’은 요건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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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급을 제안하거나 실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 특허권자가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 또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무상 공급을 약속할 경우,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1) 그와 같은 무상 공급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향후 약

속 위반시 강제 가능하고, (2) 무상 공급이 지속적인 것일 경우에 한해서만, 의약

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푸

제온 특허의 강제실시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패키지 협상, 환불, 신개발 AIDS 

치료제에 대한 공급 촉진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지만 푸제

온 특허의 특허권자는 2004. 5.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고서도 강제실시청구

가 제기될 때까지 4년 이상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안들이 장차 신속하게 작동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입승인의 면제

특허청장은 글리벡 관련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구 대외무역법 

제14조(2000. 12. 29. 개정)123) 및 구 대외무역법시행령(2002. 12. 18. 개정) 제27조124)

의 규정에 따라 자기 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1) 대외

무역법상의 수입승인 면제 제도는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와 그 목적이 전혀 

상이한 제도라는 점,125) (2)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면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허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126) (3) 절차적으로도 자기 치료 

목적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추천이 요구된

다는 점,127) (4)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치료 목적 의약품 수입의 경우

123) 각주 69 설명 참조.
124) 각주 70 설명 참조.
125)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구 대외무역법 (2000. 12. 29 일부 

개정) 제1조)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구 특허법 (2002. 12. 11. 일부 개정) 

제1조). 외국인이 특허출원하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균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 두 법률의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26) 대외무역법과 특허법은 서로 그 목적이 상이한 법률들이므로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승인 

면제를 받았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특허법 어디에도 대외무역

법상의 수입승인 면제를 특허권침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상 이

러한 예가 인정된 적도 없다.
127) 만약 특허청장의 판단처럼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대외무역법상의 자기 치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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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입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

승인 면제 제도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대체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글리벡 사건에서 자기 치료 목

적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요구되는 수입 승인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7)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

특허청장은 글리벡 사건에서 글리벡이 심판 당시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

건이 특허 불실시의 경우에 인정되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128) 또는 제2호129)

의 사유가 아니라 동항 제3호의 사유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

인다.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규

정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불실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강제

실시를 면할 수 있지만, 제3호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의약

품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를 인정하는 규정이므

로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불실시하고 있다면 정

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의 강제실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의약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그 사회적 

배분은 다른 어떤 재화나 사회적 지위의 분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의약품 

적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의약품 

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셈이 될 것이다.
128)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29)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2호(“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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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은 국내법은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인정된 건강권의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특허의 강제실시가 의약품과 관련하여 청구될 경우 그 청

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특허권이라는 재산적 권리

와 이보다 상위에 속하는 건강권을 비교형량하는 작업이라는 점, 자신의 판단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

시제도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로 고가의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가격인하를 위한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대해 불필

요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의약품의 공정한 분배

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외 관련 법령이나 조약은 강제실시의 요건으로 흔히 언급되고 있는 

“공공의 이익” 혹은 “공익상의 필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 판단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회 정

의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여부가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이들 기관들이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규명하고 어떤 방식으

로 관련 법익 등이 비교형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와 관련한 비교형량은 

단순히 관련 법익의 추상적인 보호나 손해 가능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가 이루어질 경우에 얻어지는 의약품 접

근권 개선 효과와 그로 인해 해당 의약품 특허의 특허권자가 잃게 될 재산적 손해

를 구체적으로 산정․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계약

론적 관점에 따르면, 차등 원칙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보호 제도가 기본적 

재화인 의약품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가장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게끔 강제실시제도를 적어도 의약품 등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이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고 이러한 기능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 한 누스바움의 인간 기능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 당해 의약품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적 능력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 여부, (2)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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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는 소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3) 유아․여성․노인․HIV/AIDS 환자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약

자 계층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 (4) 실질적․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신속하고 유효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제가능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강제실시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강제실시의 긴급성이나 대

외무역법상의 수입승인 면제대상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건강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특

허의 강제실시가 의약품과 관련하여 청구될 경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판

단기준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사회 정의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서도 특

히 인간 기능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인간의 생명

이나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관련

하여 특허의 강제실시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고도의 전염성이 없다거나, 당해 질

병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희귀 질병에 불과하다거나, 비슷한 용도

의 의약품이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거나, 기존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130)이라는 등의 이유로 쉽게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판단하는 정부기관들은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구체적인 의약품과 관련하여 앞 문단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2. 4. 1.      심사완료일 2012. 5. 24.      게재확정일 2012. 6. 1.

130) WHO와 일부 국가들이 의약품의 안정성, 품질,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필수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록들은 지속적으로 변경, 

확장될 예정이고 여기에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의약품이 포함

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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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Standards for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 Patents  

-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Functioning Theory -

Min, Chang-Sik*

131)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 patents is an issue closely related to social 

justice. As such, the view of government actors and agents -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s and judges on social justice issues will affect their decisions on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ses that facilitate access to patented medicines. 

However, neither treaty nor any domestic legislation has yet defined the standards 

for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ses in detai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ories 

of social justice can be useful references for such government agencie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ir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tarianism, for example, government agencies should not focus on the possible 

conceptual consequences － whether legal or moral － that result from compulsory 

licensing, but try to evaluate, quantify and compare the extents of possible health 

benefits and damages to the patentee for their balancing tes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y will be required to exploit the legal system of 

compulsory licensing fully so that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s does as little 

as possible to prevent fair distribution of medicines (primary goods), and that legal 

decisions are made to exact the greatest benefit to the least-advantaged members of 

society. This paper argues, based on Nussbaum’s human functioning theory which 

argues that social justice requires governments to secure basic capabilities of human 

functioning, that governments are specifically required to consider for their balancing 

test that : (1) how great the necessity is for the medicine to ensure the basic 

capabilities of human functioning, (2) whether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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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es and health of those who suffer from rare diseases, (3) whether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minority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the aged and HIV/AIDS patients, (4) whether other medicines are 

available that can be substantial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the medicine, and (5) 

whether fast, effective, sustainable and enforceable alternative measures are available. 

In addition, this paper further argues, with regar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rejection to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ses for Glivec and Fuzeon, that 

governments should not put too much weight on whether the need for compulsory 

license is urgent, or whether the medicine can be imported to Korea without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ccording to the Foreign Trade 

Act, and supports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recommend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issue a compulsory license to facilitate access to Fuzeon, which is close to the view 

of human functioning theory. 

Keywords: Pharmaceutical patent, compulsory license, non-voluntary license, soci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human functioning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