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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불완전이용발명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1)

丘 大 煥
**

Ⅰ. 서론

이 에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특허성을 취득하게 되는 이용발명,1) 특히 불완전이용발

명을 청구범위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거나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선행기술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여 기술

의 발전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명은 선발명을 이용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후발명자는 선발명자의 실시허락을 구하여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고, 선발

명자는 실시허락을 통하여 후발명자로부터 실시료를 거두어들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후발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명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용발명에 있어서의 

강제실시허여제도는 특허권에 주어진 독점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소 생략, 즉 불완전이용발명의 경우도 이용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가?’ 하는 의문이 있다.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가지거나 균등

요소를 가지거나 요소를 부가하여 이용발명에 해당될 때에 특허침해로 된다. 불

완전이용발명에 있어서 침해를 인정하는 긍정론2)에 의하면, 일단 공지된 특허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gucci@snu.ac.kr.

1) 利用發明이란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A)을 이용하여 개량한 발명으로서, 후원인 자

신의 발명(B)을 실시하면 타인의 특허발명(A)을 실시하게 되지만, 선원인 특허발명(A)
의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A)을 실시하면 후원 발명(B)의 실시가 되지 아니하는 

발명을 말한다.
2) 中山, “실용신안권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 일부가 결여된 제품에 대해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쥬리스트 제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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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있어서 발명의 일부 구성을 균등의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생략하는 것도 당업자에게 극히 용이할 수 있고, 발명자가 특허출원시 이러한 모

든 경우까지 예측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를 인

정해야 한다고 한다. 부정론3)에 의하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하여지고 청구범위는 출원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단 등록된 특허

의 청구범위 기재사항은 모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구성요소이

고4) 이들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생략발명(즉, 불완전이용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략된 요소

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여야 한다5)는, 생략발명의 해당요건을 고찰할 

때 의문이 더욱 깊어진다. 왜냐하면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구성요소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이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불완전이용론6) 자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도 자아

낸다.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

하는 것이다.7) 특허제도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가로 비 을 공개하고 발명을 

증진하는 제도이다.8) 이것은 또한 발명자와 대중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발명

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대중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발명자는 그 발

p.142; 染野啓子, “불완전이용과 특허침해”, 新․實務民事訴訟講座 제5권, p.425.
3) 紋谷, “불완전실시론 적용의 당부와 특허청구범위의 공지요소 배제의 당부”, 쥬리스트 

제879호, p.141.
4)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

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특허법원 1999. 5 선고 98허9918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참조.
6) 불완전이용론은 해당 발명의 구성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전부가 

충족된 경우와 같이 평가하려는 것이다.
7) TRIPs 협정 제7조.
8) Ove Granstrand, The Economics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1999,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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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중에게 공개한다.9) 대중은 특허에 사용된 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새롭게 

응용하기 위해서 특허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특허를 통해서 발명자와 자

본가는 그들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10)

발명가의 입장에서는 발명의 일부 구성을 생략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극히 용

이하고 특허출원시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발명의 이용관계, 즉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

이다.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발명자는 발명할 의욕을 상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다. 반면에, 선발명자의 발명을 이

용하려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의하여 이미 공시되

었고 이를 신뢰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생략발명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청구범

위의 실질적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불합리하고 특허공보에 나타난 청구범위를 신

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발명자와 일반대중 간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

여 어느 선에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기까지

는 대략 8억 9천 7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11) 이러한 막대한 투자비 때문

에 제약부문에서는 특허권의 부여가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용관계의 불인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특허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한다면(그것이 출원인의 청구범위 

작성의 미흡으로 말미암았든 혹은 법원의 이용관계 판단의 미숙으로 말미암았든) 

출원인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고 연구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9) Ibid., pp.71, 82.
10) 이런 점에서 특허의 범위는 발명가가 사회에 공개한 정보를 통한 기여의 양에 비례

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11) 미국 터프츠대 산하 터프츠 의약개발연구소(CSDD)가 자체 웹사이트(csdd.tufts.edu)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말 현재 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8억 9천 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개발된 신약이 미국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임상전 및 임상실험비용 8억 200만 달러와 함께 

승인 후 추가적인 실험비용 9천 5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91년 조사당시의 2억 3
천 100만 달러에 비해 3.88배에 달하는 것이다.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 
/200305_1/20030514_27.html 2004. 6. 1.; http://www.donga.co.kr/zin/zin_03.jsp?no= 
1844, 2004. 6. 1. 하나의 신약을 세계시장에 선을 보이기 위해선 8억 달러 이상이 소

요되는 만큼 개발 후 판매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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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발명을 완성한 후발명자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이 필요하다.

이 에서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경우로서의 이용발명에 있어

서 불완전이용발명의 침해여부에 대하여 청구범위해석 이론과 판례의 검토를 통

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범위해석과 

이용발명의 이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청구범위해석과 특허침해판단

1. 특허권의 범위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특허법 제97

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경과, 공지기술 

등을 참작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청구범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해

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면 보호범위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고12) 둘째,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명백한 오기

가 있을 때 형식적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실체를 보호해야 하기 때

문이고 셋째, 청구범위에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된 용어만으로는 기술

적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출원경과 참작

청구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와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예를 들어, 거절이유를 받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보정하 다면 그 보정 

이유를 검토하는 것은 청구범위 확정에 도움이 된다. 출원경과 중에 출원인 스스

12) 이것은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특허가 부여된다고 하는 특허권의 본질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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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식적으로 공지기술로 전제한 사항은 보호범위로 주장할 수 없다.13)

(3) 공지기술 참작

특허권은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술진보를 가져온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출

원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

지만,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

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

되는 (가)호발명14)이 동일, 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의 공지사항을 제외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해야 한

다.15) 다시 말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공지기술인지의 여부를 살

펴서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라면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고, 더욱이 특허발명 전체가 공지이면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6)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공지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놓고 해석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17)

따라서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

일,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13) 이를 ‘출원포대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14) 어떤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대상물을 ‘(가)호발명’이라 한다. 김

원준, 특허법, 박 사, 2004, p.716.
15) 김원준, 특허법, 박 사, 2004, p.643.
1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

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
17)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중 일부 구

성이 공지되기는 하 으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

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

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에도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김원준, 특허법, 박 사, 2004, p.6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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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된다.18)

한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

결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특허발명의 전

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신규성

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 선고 91마540결정). 또한 (가)호발명이 특허발

명의 구성요소를 결한 경우,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호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가)호발명이 공지인 

경우 ② 이 건 특허발명이 공지인 경우 ③ (가)호발명이 이 건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를 결한 경우.

(4) 청구범위해석 要約

청구범위 해석은 국제적으로 다항제가 정착되면서 주변한정주의 방식을 취하

게 되었다. 이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만을 간

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2호, 3호). 그럴 때 발명한 것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청구범위해석 기준에 의하면, 청구범위에 공지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를 제외한 채 특허성을 판단해서는 안되고, 청구범위는 ‘전체로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 자

신의 권리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허받을 목적으로 이를 스스로 

공지기술로 전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균등론이 확립되어가고 있

는 현실이지만, 균등론의 적용은 극히 좁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권리

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란에 실시예를 충분히 나열하고 청구

범위는 이들의 상위개념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예외적으로 적용되

는 균등침해의 범위도 확대시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1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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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침해 판단

특허침해는 크게 文言侵害, 均等侵害, 利用侵害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 

이용침해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불완전이용발명(생략발명), 문언침해 또는 이

용침해에 해당하는 선택발명, 그리고 균등침해로 볼 수 있는 우회발명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를 먼저 살펴보고, 이용침해의 한 형

태로 볼 수 있는 불완전이용을 침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

을 청구범위해석의 관점에서 각각 고찰하고 비판하여 보기로 한다.

(1) 文言侵害(Literal Infringement)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

으면 文言侵害에 해당한다.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문언침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19) 문언침해의 근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것에 미치고,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

게 그리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일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출원인이 불필요한 구성요소를 청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면 이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문제이다. 특허된 후에는 판단

자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간에 경중을 판단하면 안된다.

물론 문언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

고,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경과,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전부 공지인 경우에는 침해대상물은 문언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2) 均等侵害(Infringement by doctrine of equivalent)20)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동

19) 이를 ‘all element rule’이라고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권리범위확인

(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

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20)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3, pp.6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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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等價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침해대상물이 균등침해를 구

성하는 것으로 본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청구범위에 문

언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침해자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모방하여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발명의 구성 중 일부 구성을 변

환하여 기술적 범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변환 형태를 모두 예측

하여 청구범위를 기재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발명의 상세

한 설명, 도면 등을 공시하지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3자

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迂廻發明이란 특허발명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기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객관적으로 쓸모 없는 물질 또는 공정을 부가하여 

우회방법을 취하지만 결국 동일한 내용으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는 발명을 말한

다. 이러한 우회발명은 특허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보아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본다.21)

균등침해와 반대의 경우로서, 기능적 표현의 청구항에 있어서 침해대상이 비록 

문언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허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그 보호범위를 특허청구항의 문언기재보다도 더욱 축소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준으로 그 실시예와 等價한 경우

에만 한정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원칙으로 逆均等論(제한적 균등론)이 있다. 균등

침해의 성립요건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1) 美國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양 구

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三要素 테스트’ (Tri-partite 

test)가 1950년 Graver Tank 사건 판결22) 이래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에 CAFC 

21)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2000, p.602 참조. 우리 대법원은 98후836 판결(2001. 6. 15. 
선고 98후836 권리범위확인(특))에서 ‘출발물질이 상이하여 우회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22)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 85 U.S.P.Q.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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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23)는 Hilton Davis 

사건24)에서 “차이점의 비실질성” (insubstantiality of difference)이라는 새로운 요

건을 정립하 다. 대비대상이 되는 두 구성요소의 차이점이 실질적인가의 여부

에 의하여 균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차이가 실질적인 것이 

되는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차이점의 非實質性 판단기준

으로 상기 ‘3요소 테스트’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특허법상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출원경과참작의 

원칙과 균등론과의 관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로 페스토 (Festo) 판결25)이 

있다. Festo 판결의 사안은 자석으로 유도되는 막대기가 없는 실린더 (magnetic 

rodless cylinder)에 관한 특허 2개를 가진 Festo가 SMC를 균등론에 기한 특허침

해로 제소한 것이다. Festo의 특허기술은 피스톤에 불순물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스톤의 양단에 한 개씩 실링 링을 가지고 있고 피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슬리브부분이 자기화 물질로 된 것인데, SMC의 실린더는 피스톤의 한쪽 끝에 

하나의 양방향 실링 링을 가지고 있고, 슬리브부분이 알루미늄합금으로 되어 있

다. 이 사건에서 주목된 사항은 균등론에 의한 침해 인정 여부, 다시 말해서 실

링 링이나 자기화 슬리브에 관한 문언이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것이어서 출원경

과참작의 원칙에 따라 균등론 적용이 제한되는지의 여부 다.26)

CAFC는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

응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자발적인 수정도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

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인 수정도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와 같

은 결론은 출원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한 주장도 특허권리범위의 포기라고 보이는 

경우 균등론에 의한 권리범위의 확장을 제한한다는 법리와도 부합된다고 판시하

다.

(1950), http://www.ipmall.fplc.edu/hosted_resources/jepson/unit2/graver.htm, accessed 6 
August 2004.

23) http://www.fedcir.gov/ 참조.
24) Hilton Davis Chemical Co. v. Warner-Jenkinson Co., Inc., 35 USPQ2d (1995) (en 

banc).
25) FESTO CORPORATION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a/k/a SMC CORPORATION, and SMC PNEUMATICS, INC., decided: November 29, 
2000, http://www.law.emory.edu/fedcircuit/nov2000/95-1066.wp.html, 2004. 8. 6. 접속.

26) 이재환, “미국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2000년도 이후 주요 판결과 입법동향 개관”, 
http://www.kafil.or.kr/old_kafil/seminar/20-1.PDF, 2004. 8.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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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수정된 청구항의 요소에 

대한 균등론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한적 금지(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 적용되더라

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균등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로 보는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권리포기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균등론을 제한하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절대적 금지의 원칙(수정이 선행

기술과 차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가릴 것 없이 균등론은 적용할 수 없

다)이 특허청구항의 공시 및 제한기능에 가장 잘 부합하고, 권리범위의 불확실성

으로 인한 제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정된 청구항의 요소에 관하여 출원경

과참작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수정된 요소에 대하여는 균등론의 적용이 완전

히 금지된다고 판시하 다.

이 판결로 인하여 출원과정에서의 수정은 그것이 심사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

든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원래의 청구보다 축소된 

범위는 모두 출원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균등론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

게 되었다. 따라서 출원인으로서는 출원과정에서의 수정에 더욱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 日本

일본에서는 Spline Shaft 판결27)에서 최초로 균등론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밝

혔다. 이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침해대상물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침해대상물은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

등한 것으로서 침해를 구성한다:

① 다른 부분이 특허발명의 本質的 部分이 아니고

② 다른 부분을 침해대상물의 것으로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置換可能性)

③ 위의 치환을 당업자가 침해대상물 제조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置換

容易性)

④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 출원시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출원시 당업자가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었고(公知技術 參酌의 原則)

⑤ 특허발명 출원절차에 있어서 침해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

로 제외된 것이 아닐 때(出願經過 參酌의 原則)

27) The Spline Shaft 케이스, 1998. 2. 24, 일본최고재판소, 1630 Hanji 3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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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미국 CAFC 판결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28) 위 

最高裁 판결 후 일본에서는 위 균등론의 요건이 실무상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그런데, 첫 번째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의 요건은 아직도 중심한

정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전제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질적 부분도 균등수단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균등요소로 

치환되더라도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여,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

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균등론 적용기준은 일본의 위 판결에 비하여 進一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권리범위확인(특) 판결에서 일본의 위 최

고재 판결과 비슷한 판시를 하 다.30) 위 판결에서 제시한 均等侵害의 成立要件, 

즉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하

는 경우 다음과 같다:

28) 위 요건 중 ③④⑤는 CAFC의 Wilson Spor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 14 USPQ2d 1942 (1990) 판결의 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29) 위 最高裁 판결에 따라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침해를 인정한 下級審 판결로는 東京

地裁, 2000. 3. 23. 선고 평10(ワ)11453 판결과 大阪地裁, 1999. 5. 27. 선고 평8(ワ) 
12220 판결이 있다.

30) 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은 균등론과 관련하여 “무릇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치환을 당

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위 당업자가 (가)호 발

명의 제조 시점에 있어서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서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점에 있어서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그 출원시에 당업

자가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

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법원 2000. 9. 7. 선고 99허975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 다.



2004. 9.] 불완전이용발명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77

① 양 발명의 技術的 思想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共通하거나 同一하고,

②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

일한 作用效果를 나타내며,

③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당업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로 自明하고,

④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

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⑤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

구범위로부터 意識的으로 除外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었을 것

위의 판결에서는 균등 여부 판단시점을 침해대상물의 製造時點으로 한다는 것

을 명시하지 않았고, 置換의 容易推考性을 당연할 정도로 자명한 경우로 좀 더 

한정한 점에서 일본의 위 판례와 차이가 있다. “당업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치환이 자명할 것”의 요건은 “당업자가 치환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의 요건보다 더욱 제한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위 대법원 판

결은 일본 최고재의 “容易推考性” 대신에 “置換自明性”을 균등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容易推考性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置換自明

性은 그렇게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하다는 것이므로 前者보다 後者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31)

4) Element by Element Rule

균등론 적용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균등 여부는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

(element by element)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32) 구성요소로 대비하지 

31)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1998, p.519; 竹田和彦, 特許の知識, 2000, p.374. 그러나 일본 

최고재의 ‘치환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은 치환이 당업자에게 자명

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것도 ｢치환자명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정

도로 치환이 자명할 것’이라 하여 ‘당연히’와 ‘자명’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좀더  

 ｢강화된 치환자명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32)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Co., Inc. v. Hilton Davis Chemical Co., 117 

S.Ct 1040, 41 USPQ2d 1865 (1997)은 “특허 클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요건

들은 특허된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균등론은 클레

임 중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적용되어야 하지 발명 전체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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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전체로서 (as a whole) 대비하면 중심한정주의적 해석을 하게 된다.33)

균등은 구성요소의 생략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생략’은 생략된 

구성요소와 같은 기능이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 대비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구

성요소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략된 구성요소의 기능이 다른 

구성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그 구성요소가 본질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여) 발명이 전체로서 균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3) 利用侵害

利用發明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특허성을 취득하게 되는 발명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에 의하면, ‘利用關係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

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

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이용관계에 대하여, 특허법 제98조에는 특허권자가 선원 특허발명을 이

용하여 특허받은 경우 선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용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본발명의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특허된 이

용발명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되지 않은 이용발명의 경우는 따로 

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침해로 될 것이다. 이것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호범위의 문제와 발명의 특허성 유무의 문제는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되었다 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90후960 사건34)에서 대법원은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아실화

제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아실화제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라 하

더라도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아실화수율 등에 있어서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므로 (가)호 발명은 특

33) 중심한정주의식 판단에 의하면 구성요소가 置換되어 있든지, 省略되어 있든지, 附加되

어 있든지 간에 전체로서 핵심적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작용효과가 유사하

면 양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서 특허침해로 본다.
3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권리범위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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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택발명이 기본발명

보다 작용효과가 뛰어나 별개의 특허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발명이 기본

발명의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는, 이용발명이란 별개의 특허성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따로 특허성을 

취득하지 못하는 범위내의 발명만이 특허침해로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

로잡혀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특허발명이 달성한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는 당연히 특허침해로 보아야 한다.35)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선행기술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거나 치환하거나 변

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본기술이 특허되면(이를 ‘基本特許’라고 한다)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한 개량기술은 일정조건 하에 특허될 수 있다(이를 ‘改良特

許’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개량특허는 기본특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

으므로 이 개량특허의 실시는 기본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부가적 요소로 특허성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보면 기본발명의 특허권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용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언침해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화학물질의 제법발명에 있어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작용효과를 향상시킨 후발

명이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행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

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에서,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

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 이용관계가 성립’

되고,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화학물질의 제법발명에 적

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

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

35) 이수완, 特許請求範圍의 解釋, 2000. 12. 13.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발표문, p.27, 
http://depthome.kipo.go.kr/~nip21/academy/aca_data.html, 200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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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역 밖에 있는 것’

이라고 하여 이용관계를 부정하 다[同旨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36) 1991. 11. 12. 선고 90후1451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특허권침해금지 판결]. 앞의 92다8330 특허권침해

금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용발명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

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

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

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

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제법발

명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

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

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당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1991. 

11. 12. 선고 90후1451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용발명에 관한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하고 있

36) 세브런 리서치 캄파니 v. 진흥정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으로서 

촉매의 사용이 특허침해를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결이다.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

방법이 그 기술사항을 현저히 달리하여 촉매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특허의 권리범

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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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발명은 독자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발명

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하여야만 이용발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이 잘못이다. 둘째, 이용발명을 기계나 장치 발명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이 잘못이다. 이용발명에 있어서 선행특허발명의 요지

를 그대로 포함한다는 것은 물리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기술적 사상의 측면에서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화학물질의 제

조방법 발명에 있어서 부가된 물질이 반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

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촉매는 반응에 관여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뿐 반

응 후에는 따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목적물질의 하나를 구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하는 후원발명은 선행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와 상반된 입

장을 보이게 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이 있는 경우 이용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향

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

에 의하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

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는 일련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

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

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이용관계를 인정하 다.

한편, 물질특허에 대해 개량된 제조방법발명이나 용도발명이 비록 특허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제조방법발명이나 용도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질특허권자의 부당한 거절을 제한하기 위하여 방

법특허권자 또는 용도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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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不完全 利用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것을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劣惡한 효과가 있을 때 이를 省略發明, 改惡發明 또는 

不完全利用發明이라 한다.37) 省略發明 또는 不完全利用發明은 특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어느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성

요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 보는 견해(긍정설)와,38)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구성요소이므

로 구성요소간에 중요성의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이중 어떠한 구성이라도 생략된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가 있다.39)

대법원이 구성요소 생략의 경우에 특허침해를 인정한 예로서는 1998. 1. 23. 

선고 97후2330 판결과 1997. 4. 11. 선고 96후146 판결을 들 수 있다. 97후2330 

판결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모두 “ …장

치”로 구성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고, 다만 (가)호 고안

과 등록고안은 … 점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이는 …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

하게 일부 구성을 생략’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한 것이어서,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판시하 고, 96후146 판결은

‘(가)호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직물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예측

하는 효과 이상의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37) 반드시 열악한 효과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

는 경우도 불완전이용으로 보기도 한다.
38)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 MINORU TAKEDA, “知的財産權侵害要
論”, 發明協會, 1997, p.113 이하 참조.

39)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8허8632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2389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특허법원 1999. 12. 23. 선고 99허4293 권리범

위확인(실) 판결, 특허법원 2000. 9. 1. 선고 2000허860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특허

법원 2000. 9. 7. 선고 99허9755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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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위와 같은 구성요소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양 발명은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 결국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여 구성요소가 생략되더라도 당업자가 ‘생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특허침해가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1) 특허법원 판결

우리 특허법원은 1998. 11. 선고 98허1747 판결에서, 不完全利用發明에 해당한

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특허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청구범

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하 을 것, ② 그와 같은 생략에 의

하여서도 당해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③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

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 등 3가지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40)

‘이 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

여하고 있는 이상, (가)호 발명은 이 건 등록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이 건 등록발명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

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판결은 이와 같은 省略發明의 성립요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청구

범위해석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특허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청구항에는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

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③ 복수의 요건 각각에 독립된 기술적 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40)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특허법원 1999. 5. 선고 98허9918 판결이 있다: ‘‘자동차용 유

아 보호 시트’에 관한 (가)호 고안에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등록 고안

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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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결에서, 생략발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로서 생략에 의해서도 당해 특허의 작용

효과가 발휘되는 경우라고 판시한 부분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다 발

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발명의 필수구성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불완전이용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특허법원 판결(1998년 11월부터 2000년 9

월까지)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생략된 요소가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그 성립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41) 청구범위 기재사항은 모두 필수적인 것이므로 생략

된 요소의 중요성 여부나 생략의 용이성 여부에 관계없이 불완전이용발명의 성

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하고 있다.42) 예를 들어 98허8014 판결과 98허9918 판

결43)에서 법원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의 생략의 경우, 불완전이용관

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생략된 구성요소 즉, 경사각도조절부(7) 

(98허9918) 또는 보강돌편(4)(98허8014)이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가)호 고

안은 불완전이용발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허860 판결에서는 

불완전이용관계의 성립여부를 살필 필요조차 없다고 하고 있다.

2) 日本 판결

일본에서 불완전이용을 긍정한 판결은 大阪地裁 소43. 5. 17. 블록완구사건 판

결이 대표적이다. 이 판결은 항소심도 지지하 다. 이 판결은 ‘제3자가 등록고안

의 작용효과를 저하시킬 뿐 그 외에 다른 우수한 작용효과가 없고, 전적으로 권

리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사항을 생략한 기술로 등

록고안과 유사한 것을 제조할 때, 그 행위는 고안의 구성요건에 유해적 사항을 

부가하여 그 기술사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고안의 보호범위를 침

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 다.44)

41) 1998. 11. 26. 선고 98허1747 권리범위확인(특) 판결, 1998. 12. 18. 선고 98허5312 권
리범위확인(실) 판결, 1999. 5. 13. 선고 98허9918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1999. 12. 
23. 선고 98허8014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42) 1999. 12. 16. 선고 98허3019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2000. 9. 1. 선고 2000허860 권
리범위확인(실) 판결.

43) 98허1747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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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東京地裁 소58. 2. 26. 도어손잡이레버사건 판결은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하여 명세서에 기재하고 특허심사와 공고를 거쳐 등록된 후에 

권리행사 단계에서 돌연히 청구범위 일부 구성요소를 빼더라도 발명의 보호범위

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불완전이용론은 현행법상 채

용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 이론 자체를 부정하 다.45)

한편, 吉藤幸朔는 ｢特許法槪說｣에서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요건(불완전이용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46)

①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의거하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重要度가 낮은 것을 생략하는 것일 것

②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생략하기가 극히 용이할 것47)

③ 생략함으로써 특허발명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명백할 것(따라서 기

술적 완전을 기하는 한 그 같은 생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즉 특허청구범위를 알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굳이 기술적으로 뒤지는 것

이 분명한 수단을 채택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④ 생략으로 改惡되었더라도 특허발명출원 전의 기술(종래기술)에 비해 작용

효과상 특히 뛰어날 것

All element rule에 의하면 요소 생략은 특허침해로 되지 않는다.48) 일본에서는 

昭和50년대 후반에 불완전이용발명론에 의문을 던지는 판결49)과 이 이론 자체를 

44) 竹田和彦, 特許の知識, 2000, p.390 참조.
45) 이 東京地裁 판결도 불완전이용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바, 그 논거는 위 특

허법원 2000허860 판결과 이론 구성이 거의 같다.
46)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p.604.
47) 이미 공지되어 있어 생략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 ‘특허발명’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구성요소만이 공지되어 있으면 이를 기

초로 특허발명으로부터 당해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반면, 
발명 전체가 공지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용

이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48) 균등론에서 생략된 요소의 기능, 방식 및 효과를 다른 요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49) 大阪地判昭 55. 7. 25 無體集 第12券 第2號, p.399, ｢창틀몰탈額綠사건｣은, ‘비록 불완

전이용의 법리 자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함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불완

전이용의 법리는 해당발명의 일부 구성요건이 결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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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판결50)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학설이 긍정설을 채택한

다.51) 요소 생략의 침해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否定說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 구성요소를 다시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나누어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맞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

과가 되기 때문에 특허침해를 부정한다.

肯定說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만 생략한 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의 보호

가 미흡하고 침해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불완전이용관계를 인정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3) 肯定說과 否定說에 대한 비평

특허법은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만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출원인

은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되 잘못 작성한 

부가 충족된 경우와 같이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

한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 정립되어 있는 요건도 과

연 이같은 중요한 귀결을 이끄는 법리로서, 모든 점에서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

이 있다’는 취지를 판시했다.
50) 판결 東京地判昭 58. 5. 25 無體集 第15券 第2號, p.396, ｢도어힌지사건｣은 ‘① 특허

법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서 무엇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가는 출원인의 자유이며,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보정할 수 있고, 이 기재사항

에 의해서 심사되어 특허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이러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③ 특허등록 후의 정정심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청구범위의 擴張的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점 等의 관점에서 보면, 발명의 구성에 없

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청구범위에 기재하 다가 권리행사 단계에 이르러 이를 비교

적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일부를 무시하고 그 擴張的 

변경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략된 사항

이 해당발명의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 해당사항을 생략하는 것이 쉬운지의 여부, 해
당사항을 권리침해를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인가 등의 사실에 대해 검

토할 것까지 없고, 省略發明論 또는 改惡發明論은 채용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를 판

시하 다.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p.606, 註6)에서 재인용.
51)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pp.604-607, 中山, ｢실용신안권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

는 요건 일부가 결여된 제품에 대해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쥬리스트 제463호, p.142,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p.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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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補正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고, 일반 제3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하고 

자신의 발명이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중요한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은 중심한정주의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이제 다항제가 정착되고 주변한정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창문 자동개폐장치’를 발명한 자가 특허청구범위에 “손잡이와 잠

금장치가 구비된 창문에 있어서, … 창문 자동개폐장치”라고 기재하 다면, 손잡

이와 잠금장치가 없는 창문에 ‘창문 자동개폐장치’를 실시하는 자는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손잡이와 잠금장치가 기술적 의미를 가지

고 있고, 이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이상 이러한 구성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

을 충분히 보호받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함에 있어서 當業者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창문 자동개폐장치’를 발명하여 이

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손잡이와 잠금장치가 구비된 창문에 있어서”라는 말을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정을 한 것은 통상의 注意義務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출원인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

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52) 더욱이 특허법 제

97조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었

다면 원칙적으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욱이 이러한 태도는 청구범위 기재사항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및 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제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52) 일본의 경우 전에는 ｢청구항｣을 ｢특허받으려고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만을 기재한 항｣이라고 정의했었으나, 1994년 개정에 의하여 청구범위에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융통성을 부여하 다. 일본특

허청 편, 공업소유권법축조해설 제14판, 1998,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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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불완전이용발명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입장을 서로 대비하여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표 1> 完全利用發明의 긍정설․부정설 비교

完全利用發明

부정설 긍정설

특허법원 판결
(2000. 9. 1. 선고 

2000허860)53)

東京地裁
(소58. 2. 26. 

도어손잡이레버사건)

특허법원 판결
(1998. 11. 26. 선고 

98허1747)54)
吉藤幸朔, 特許法槪說

주요 판시사항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요건

생략된 구성요소가 
그 등록고안에 있
어서 중요한지 여
부,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
부 등 이른바 불완
전이용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
고안의 등록청구범
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의 일부를 생
략한 (가)호 고안은 
그 등록고안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하여 명세서에 기재
하고 특허심사와 공
고를 거쳐 등록된 
후에 권리행사 단계
에서 돌연히 청구범
위 일부 구성요소를 
빼더라도 발명의 보
호범위에 포함된다
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불완전이용론은 
채용할 가치가 없다
(이론 자체 부정).

① 특허와 동일한 기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
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

성요소를 생략하 을 것
②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
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
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③ 특허의 중요한 필수
적 구성요소를 결여함
으로써 특허가 목적으
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
를 발휘할 수 없는 경

우가 아닐 것

①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의거하
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重要度가 낮은 

것을 생략하는 것일 것
②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
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생
략하기가 극히 용이할 것
③ 생략함으로써 특허발
명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명백할 것
④ 생략으로 改惡되었더
라도 특허발명출원 전의 
종래기술에 비해 작용효

과상 특히 뛰어날 것

비 교

법적 안정성 중시: 독점규제 특허권자의 보호 중시: 독점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
어서는 안될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므로 
일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구성요소이다.
② 그래서 이들 필수구성요소를 다시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나눌 수 없다.
③ 따라서 침해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만 생략한 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자의 보호가 미흡하고 침해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된다.

53) 같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로, 1999. 6. 3. 선고 98허8632 권리범위확인(특) 판결, 
1999. 8. 26. 선고 99허2389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1999. 12. 16. 선고 98허3019 권
리범위확인(실) 판결, 1999. 12. 23. 선고 99허4293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2000. 9. 
7. 선고 99허9755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등이 있다.

54) 같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로, 1998. 12. 18. 선고 98허5312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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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은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만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이상 이러한 구성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3호).

②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되 잘

못 작성한 경우 補正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충분

히 보호받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함에 있어서 當業者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작

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므로 균등의 범위까

지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

④ 일반 제3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하고 자신의 발명이 다른 특허발명을 침

해하는지 여부를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 실

시한다(특허법97조).

⑤ 한편,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

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이용발명의 실시는 선 특허발명의 침해를 구성한다.

⑥ 생략발명(불완전이용발명)은 특허발명의 일부구성을 생략하여 독립적으로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특허되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의 진보성이 요구된다.

Ⅲ. 결론

이 에서는 이용발명의 한 형태로서 불완전이용발명이 무엇인지와 그것의 성

립요건 및 그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순서대로 검토하 다. 우리 특허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구성요소이므로 특허청구범

위의 구성요소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중요한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불완전이용발명의 이용관계 

1999. 5. 13. 선고 98허9918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1999. 12. 23. 선고 98허8014 권
리범위확인(실)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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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론)은 부적절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

다. 청구범위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

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

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발명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특허법의 청구범위 해석 및 특허

침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긍정론에서는 일단 공지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을 균등의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물론 생략하는 것도 당업자에게 극히 용이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경우까

지 예측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관계를 인정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범위 작성에 있어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균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 모두를 출원시에 미리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극히 어

려운 일이고 출원인에게 이러한 사항 모두를 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될 것이지만,55)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만으로, 즉 

구성요소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생략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하여 다수의 

청구항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최대한 넓은 범

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항제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며 출원인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 특히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

략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극히 용이하므로 발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는 생략발명의 경우에까지 이용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균등론의 이념

을 생략발명의 경우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또한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모두를 하나의 항에 기재하도록 하는 단항

제에서,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의 구성에 핵심적

인 요소(혹은 본질적인 요소)와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요소로 구분하여 핵심적

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제 

다항제 하에서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발명한 사항을 최

대한 상위의 개념으로 다수의 청구항에 걸쳐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발

명의 구성요소 중에서 생략 가능한 경우들을 상정하여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포

괄하는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55) 이것이 균등론을 인정해야 할 이유이다.



2004. 9.] 불완전이용발명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91

한편, 청구범위 기재에 대하여 일본 특허법은, 각 청구항에는 특허출원인이 특

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모두’를 기

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특허법 제36조 5항 前段). 이러한 규

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생략한 불완전이

용발명의 이용관계 성립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만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요

구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의 청구범위 기재요건은 그 성질에 있어서 일본 특허법

의 그것과 다르고 따라서 불완전이용발명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지위도 달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 하에서는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최근 특허법원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생략된 요소의 중요성 여부나 생략의 용이성 여부

에 관계없이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56)의 취지와 맥

을 같이 한다.

56) 1999. 12. 16. 선고 98허3019 권리범위확인(실) 판결, 2000. 9. 1. 선고 2000허860 권
리범위확인(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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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a Patented Invention Omitted Any of the 

Elements of the Prior Patent Constitute 

Infringement?
57)

Daehwan Koo
*

Where working a patented invention would infringe another person's patented 

invention under an application filed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patentee may not work the patented invention commercially 

without a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earlier patent. If the other party refuses 

per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permission is impossible to obtain, the 

patentee may request a trial for the grant of a non exclusive license with the 

scope necessary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Thus, the patentee can work his 

patented invention and the owner of the earlier patent can reap royalty from the 

patentee.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working a patented invention having not 

all of the elements of the earlier patent could infringe the earlier one. Basically 

infringement happens when a patented invention having all of the elements (or 

equivalents) of the earlier patent works. Proponents argue that because omitting 

unimportant elements is easy to a person in the field and it is impossible to 

write patent claims anticipating all occasions, infringement should be 

acknowledged.

Opponents assist that because the scope of right of a patented invention is 

determined by its claims and every element of a claim is essential to the 

invention, working a patented invention omitted any of the elements in a claim 

of the prior patent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They criticize proponents in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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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is not logical that omitted elements should be ‘relatively unimportant 

elements’ because every element in a claim is essential to the invention and 

there is no element which is essential but unimportant.

This paper examines the above issue in terms of principles of claim 

interpretation and the pat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