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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실용신안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1)

丘 大 煥*

Ⅰ. 서론

이 의 목 은 실용신안제도가 소기업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다는 제 

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친화 인 형태로, 그리고 소발명을 

보다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1) 

이 의 다른 목 은 기술 신2)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한 방안으로 실용신안

제도에 ‘보상책임체제(compensatory liability regime)’  ‘기술 신의 직 보호제

도(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의 기본 개념을 실용신안제도에 도입하는 방안

을 연구하는 데 있다. “기술 신”이란 ‘새로운 물건 는 방법에 한 기술  사

상이 실질 으로 이용가능하고 상업 으로 매가능한 물건의 형태로 구 된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창작된 기술  사상’

인데 반하여 “기술 신”은 이러한 사상이 구체 으로 구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은 서로 다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38.9%

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이를 2015년까지 50%까지 확 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

다.3) 발명은 그것이 특허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화됨으로써 기술 신이 일어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출연 법학연구소 기 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1) 특허제도와 함께 실용신안제도를 갖는 것이 특허만 있는 경우보다 소발명을 효과 으

로 보호할 수 있다.
2) 기술 신이란 말은 J.A. 슘페터가 사용한 Neuerung(innovation)의 역어로 쓰이고 있다. 

슘페터는 기술 신(innovation)이 기술의 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

공  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야기하고, 이것에 의해 동태 (動態

的)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라고 하 다. 네이버백과사 , http://100.naver.com/ 
100.php?id=29134, 2005.10.31.

3) 특허청, 지식재산강국 실 을 한 추진 략  과제, 2005.10. (이하, 특허청, 지식재

산강국이라 한다), p.17.



丘 大 煥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249～276250

날 때 그 사회에 실질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용신안법은 기술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을 

같이 한다. 다만, 특허의 상이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

는데 반하여 실용신안의 보호 상은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하지 않아

도 된다는 이 다르다.

실용신안에 의한 보호는 節次가 단순하여 빠르고 費用이 으며 보호기간이 

짧고 진보성 요건이 낮기 때문에 작은 기술 신의 보호에 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物件의 형상이나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는 , 실용

신안이 所有權的 權利라는 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실용

신안의 보호 상 규정을 바꾸어 공정, 방법, 발견, 조성물, 화학물질, 유 정보, 

컴퓨터 로그램, 업방법 등이 실용신안의 보호 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실용신

안의 所有權的 성격을 최소화하기 하여 실용신안제도에 히만(J. H. 

Reichman)의 책임이론개념4)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작은 기술 신은 物件의 형상이나 구조에 한정되어 일어나지 않고 기술 신이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상이나 구

조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특허는 진보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하기 때문에 화학

 공정이나 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작은 기술 신들은 특허로서도 실용신안으로

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기술, 자본, 인력 등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열 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기술 신은 부분이 특허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작은 기술 신이다. 따라서 특허제도에서 요구하는 진보성 요건 

하에서는 선진국의 기업이 출원한 큰 발명만 이를 통과하여 특허를 받게 되고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라 한다.)의 국내 출원은 부분 거 되거나 실용신안

을 받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개도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해서는 개도국내의 

공정이나 방법에 속하는 작은 발명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작은 기술 신은 이들이 될 경우 발명에 못지않은 요성을 갖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기술 신에 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비 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4) Rochelle Dreyfuss et al, Expanding the Bounda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23-53, J. H. Reichman, “Of Green Tulips and Legal 
Kudzu: Repackaging Rights in Subpatentable innovation” (이하 Reichman, Of Green 
Tulips이라 한다.) available at http://law.vanderbilt.edu/lawreview/vol536/reichman.pdf, 
2003.11.26.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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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배경에서 이 은 실용신안제도가 개도국에게 유리한 이유를 그 장

단 의 검토를 통하여 정리한 후, 공정  방법 등 무형의 발명에 있어서의 소발

명을 실용신안에 의해 효과 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용신안이 가지고 

있는 강한 배타  권리의 성격을 완화하여 보상책임체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

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 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실용신안제도의 특성과 장단 을 

검토하고 실용신안제도가 소기업  개도국에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둘째, 실

용신안권의 배타성을 완화시켜 후속기술 신이 보다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상책임규칙을 실용신안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

째, 검토 결과에 따라 개도국이 실용신안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략  방향을 

제시한 후, 실용신안제도의 효과  활용을 한 몇 가지 구체  방안을 제시한

다.

Ⅱ. 실용신안제도의 특성과 장단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실용신안은 기술  고안에 하여 독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등록된 산

업재산권이다. 고안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에서 체로 특허와 유사하다. 그러나 특허와 비교하여 실용신안의 주

요특징은 요구되는 진보성 기 이 낮고,5) 보호조건에 사 심사가 없고, 보호기간

(보통 10년 이내)이 짧다6)는 에서 작은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데 따른 부작

용을 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작은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로 

보호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은 이유, 특허와 함께 실용신안제도를 병존시키는 

것이 소기업과 개도국에 유리한 이유, 실용신안의 문제 과 해결방향을 고찰하

도록 한다. 이를 하여 실용신안제도의 특성과 일본의 실용신안제도를 먼  검

토한다.

5) 그러나 특허에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 과 실용신안에 한 것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무에서는 출원인의 결정, 즉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심사 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6) 특허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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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제도의 특성

EU 회원국들( 국,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제외) 간에는, 이것이 실용신안, 실용

증서(utility certificate), 6년특허(sixyear patent),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소특

허(petty patent), 실용신안증서(utility model certificate) 등의 이름으로 부여되고 

있다.

실용신안 체제에서 고안은 응용의 용이성에 특별한 효과나 실질  이익이 있으

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안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를 들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고안이나 더 효과 으

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의 유익성을 증 시키는 고안이어야 한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기본 조건에 한 사 심사 없이 부여되므

로, 빠르고 값싸게 취득할 수 있으나 권리는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 사 심사가 

없기 때문에 법  확실성과 제3자의 권리 보호를 해서, 실용신안권 행사를 

한 법  차의 경우나 최 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치리포트가 있

어야 한다.7) 서치리포트는 출원인이나 제3자의 신청으로 발행될 수 있다.

실용신안은 권리자에게, 제3자가 등록된 제품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사용하거

나 팔거나 매제안을 하거나 이러한 목 을 해 수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독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하나의 발명이 동시에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 보호를 막기 해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 때 이

미 부여된 실용신안은 무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실용신안제도

를 개 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기본 구조를 살핀다.

3. 일본의 실용신안제도

기술  사상의 창작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된

다. 두 나라에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매우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고 서

로 하게 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이 두 법률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이 되었다.8)

7) EU Commission, Amended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1999.12.7.

8) JPO, Asia-Pacific Industrial Property Center, JIII, Ken-ichi KUMAGAI, Faculty of 
Law, Kyusyu University, Outline of Utility Model System, 1999 (이하, ‘Outline, 
JPO’). www.apic.jiii.or.jp/facility/text/1-03., 2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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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발명 수 은 낮고 해외에서 도입된 기 기술의 개량에 계되는 것이

었다. 일본 회사들의 특허출원을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용되는 기 으로 심사한

다면 부분 거 될 만한 것들이었다. 1905년 일본은 국내 산업의 육성을 해

서 작은 발명들을 극 으로 보호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

어 실용신안법을 채택했다. 1905년 실용신안법에서 신규성은 일본에서 공지되지 

않았으면 충족되었다.9) 1906년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특허출원 건수를 넘어섰

다.10) 이러한 경향은 그 후 1981년까지 70년 이상 계속되었고, 1987년 실용신안

출원은 200,000건을 넘었으나 후에 일본의 기술 발 과 더불어 격히 어서 

1992년에는 100,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1) 무심사제도

한편, 제품의 라이 사이클이 차 어듦에 따라 라이 사이클이 짧은 기술을 

조기에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 심사기간단축이 요구되었다. 실체심사를 갖는 통

인 실용신안제도의 문제 은 한 보호가 출원 후 1년 6개월까지는 확보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라이 사이클이 짧은 기술을 히 보호하기 해서 실

체 심사제도를 버리고 무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기본 요건에 한 심사

만으로 신속히 실용신안등록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계되지 않는 고안’이나 ‘출원의 단일성 혹은 청구범  기재요건을 

반한 고안’은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단했다.

2) 서치보고서

서치보고서는 실용신안등록의 유효성을 객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청구

범 에 한 선행기술 조사에 기 하여 심사 이 작성한다. 실체심사 없이 부여

된 실용신안권의 남용으로부터 제3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해서 

실용신안권자가 서치보고서를 가지고 경고하기 에는 자기의 권리를 시행할 수 

없다.

서치보고서 평가 상은 실용신안등록 청구범 에 기재된 고안이다. 그러므로 

검색 상은 청구범 의 모든 청구항에 기술된 고안이어야 한다. 서치보고서 비

를 한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와 비슷하다.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

9) Ibid., p.6.
10) Ibid., p.12. 1906년, 특허출원 4,509건, 실용신안출원 7,9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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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서치보고서를 바탕으로 단한다.11)

서치보고서는 이해 계자들이 해당 고안의 등록성(registrability)을 선행기술과 

련하여 객 으로 단할 수 있게 해 다. 서치보고서는 특허심사의 최종결정

을 내릴 때의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

는 각 청구항에 해서 지 되어야 한다.

4. 실용신안과 소기업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단순하여 출원인이 복사와 모방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고 소기업의 경쟁  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다. 등록이 빨리 되면 발명을 그만큼 빨리 상업화할 수 있다.12) 그래서 실용신

안은 특허에 비하여 소기업에 유익한 경우가 많다.

최  보호기간 후 기간연장이나 법  차의 경우 서치보고서가 필요하기 때

문에 권리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권리는 포기하게 된다. 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실용신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권

리는 무효가 된다. 권리자들은 권리가 무효 될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서치보고서 

비용을 납부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하고 싶은 과도한 욕구를 스스

로 억제한다.

실용신안의 낮은 신규성  진보성 요건은 컴퓨터 로그램 기술 신과 같은 

작은 기술진보에 한 보호에 융통성을 마련해 다.13) 이러한 융통성은 특히 

소기업들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한다. 자원 부족으로 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보통 진보성이 작은 발명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특허 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실용신안은 사 심사 없이 부여되므로 취득하

기가 특허보다 렴하다.14) 이 게 빠르고 단순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은 소기업

11) JPO,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Basic Requiremen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993) (이하, 1993 실용신안 심사지침).

12) EU Commission,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approximating the legal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16 December 1997. (이하, Proposal for utility model), pp.11-12.

13) 실용신안은 디자인과 특허 사이에 속하는 수많은 기술 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한

다. www.ipmall.fplc.edu/hosted_resources/jorda_08_27_99.htm., 2002.6.7. WIPO- 
UNITAR Academy, New York City, 1999.8. pp.26-27.

14) 비용은 자원과 신제품의 매 측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소기업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다. 비용은 상업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 요하다. 소기업은 주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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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장지 를 높이고 발명을 상업화하기 쉽게 해 다.15) 사업가들은 실용신안 

같은 보호수단을 통해 일정기간 경쟁자들이 자신들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만 하다면 경쟁  우 를 지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독창성을 나

타내고 자신들을 경쟁자들과 구별해서 고객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에 정  이미

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회사들은 시장 유를 높이려면 자신들의 제품

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소기업들은 심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발명활동을 

계속해야 한다.16)

소기업은 기술 신의 요한 源泉이다. ESRC(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 UK)가 수행한 연구,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 따르면 국 체 기업의 96.7%가 1백만 운드 이하의 매출을 기

록하고 있다.17) 소기업은 체 유럽 회사의 99%를 차지하고, 유럽공동체에서 

체 직업의 66%와 총매출의 65%를 차지한다. 日本에서는 소기업이 모든 설립

회사의 99%, 생산의 52%, 고용의 72%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모든 설립회사의 

90%, 생산의 33%, 고용의 51%를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소기업이 연방 연구보조

를 4%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의 반 이상을 이루고 체 특허의 

40% 정도를 차지한다.18) 실용신안은 發明을 보호하기 때문에 와 같이 요

한 의미를 갖는 소기업의 기술 신 보호에 유익하고, 소기업에 친화 이라 

시간, 행정의 약에 심이 많다.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6 참조.
15) 실용신안의 유지를 옹호하는 측은 주로 소기업이었다. Ifo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회사와 독립발명가들은 실용신안이 그들의 시장지 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했다. Outline, JPO, p.34.;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7 참조.
16)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8 참조.
17) http://info.sm.umist.ac.uk/esrcip/Projects/L5253004/final_report.htm, 2001.10.8.; OECD 국

가에 있어서, 소기업은 체기업의 95%, 고용의 60~70%를 차지한다. GDP, 고용창출, 수
출 등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하여 각국 정부들은 소기업의 육성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http://www.madrimasd.org/MadridIRC/documentos/doc/IntellectualProperty.pdf, 2005.10.30.

18) US FTC, Anticipating the 21st Century, Chapter 5, pp.1, 2; WIPO Milan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ilan, Italy, 2001. 2. 9-10., 
WIPO/IP/MIL/01/4 (A) (State of Small Business Report, 1997). William Kingston, Meeting 
Nelson's Concern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business.auc.dk/druid/conferences/ 
nw/paper1/kingston.pdf 2001.8.13.; Daehwan Koo,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University of Sheffield (UK), Ph.D. 
dissertation, 2002.7. (이하, Koo, Effective Protection);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 Computer Program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US, 
Europe, Japan, Korea ―, Pakyoungsa, 2005. 2. (이하,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6.3 [3] Implications of the Utility Mode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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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런데 소기업의 권리가 기업에 의해 침해당할 때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나 자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소기업의 경우 

자원의 부족은 결국 소송능력의 부족과 직결되고 이것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래한다. 이것은 해당 소기업의 기술 신 의욕을 

상실  할 뿐 아니라 개도국의 기술발 을 해한다. 따라서 권리의 단속은 정책

 차원에서 국가기 , 즉 검찰  경찰 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특허청이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ESRC(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 UK)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

면,19) 소기업은 싸고 친숙하고 체로 성공 인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보호방

법을 더 좋아했다.20) 반면에 공식 인 권리, 특히 등록을 요하는 것들을 비싸고 

시간이 소모되고 복잡하고 가치가 은 것으로 여겼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은 특별한 상황, 를 들어 (1) 상당한 상업  이익이 측되는 경우; (2) 

공식  권리가 비공식  방법보다 보호를 더 잘 해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공식  권리를 취득하고 유지하고 시행하기를 원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등에만 공식  권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다. 게다가 

부분의 소기업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으로 측되어도 법  조치를 취할 의도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법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돈, 시간, 침해입증

의 어려움, 평 에의 험 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분의 소기업들은 그

들의 자원을 공식 인 지 재산권의 취득과 단속보다는 제품 는 공정의 기술

신에 할당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소기업은 등록을 요하는 실용신안체제를 비

공식  방법보다 덜 선호한다.

한편 소기업이 실용신안의 주된 사용자 다는 증거는 없다. 기업도 실용신

안체제의 유익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21) 실용신안은 하나의 원천 특허를 둘러싸

는 ‘실용신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

할 수 있는 효과 이고 렴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원이 은 소기업

19) William Kingston (ed.), 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이하, Kingston, Direct protection).

20) Ibid., 공식  보호는 법  권리 창출과 침해에 한 제재를 포함한다. 비공식  보호

는 법  수단으로 지재권을 단속하지 않는다.
21) Leith P, Software Utility Models and SMEs, http://elj.warwick.ac.uk/jilt/00-2/leith.html., 

2002.6.3.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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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다수의 실용신안을 출원할 자원을 갖춘 기업에게 특히 매력 이다.

실용신안출원을 장려하는 것은 소기업에게 험할 수 있다.22) 무심사실용신

안권(unexamined utility model)의 소유자는 권리행사가 ‘추정침해자(alleged 

infringer)’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문  조언을 받지 않으면 소기업은 일반 으로 청구범 를 이해하고 

한 청구범 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권리범 와 선행기술 수 을 정확

히 이해하지 않으면 실용신안을 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소기업은 권리

남용을 하기 쉽다. 이것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나쁘다. 이러한 에서 

실용신안제도가 소기업에게 유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니다.

유럽공동체 원회의 ‘실용신안의 향에 한 의’23)에 따르면 실용신안 보호

의 주된 단 은 (1) 법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2) 무심사권리의 양산, (3) 유럽

특허제도 반에의 부정  향 등이다.24) 무심사로 말미암은 법  불확실성은 

소기업에게 해로울 수 있다. 소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공정을 개량하려고 할 

때 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이 방해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후속 기술

신 과정을 해하고 값비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들은 확실하게 보호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리므로 무심사실용신안은 기술 신에 하나의 장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25)

5. 실용신안제도와 개발도상국

TRIPs 정은 일반 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 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요

구한다.26) TRIPs에 의한 지 재산권 체제의 강화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지불

22) Ibid.
23)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s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in 

order to update the Green Paper on the Protec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Single 
Market (COM(95)370 final), Brussels, 2001.7.26.

24) 그러나 의 단   어느 것도 실용신안을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Consultations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p.6 참조.
25) 이 에 하여, 칸(Khan)은 실용신안은 남용되기 쉽지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해

악은 분명히 특허보다 다고 주장한다. B. Zorina Khan,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American and European History,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ww.iprcommission.org/documents/Khan_study.pdf., 2002.6.6. 속.

26) 를 들어 TRIPs 정 채택으로 제약품(pharmaceuticals)에 물품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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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로열티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기술발 을 해할 것이

다.27) 다수의 지 재산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TRIPs 정은 

지구 의 규칙을 선진국에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만큼 불리하게 변환시

켰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농산물이나 의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기술이

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 정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나손

(Einarsson)은 이 정에 따른 지재권보호의 최 수  부담은 개도국에게 아무런 

실질  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28)

개발도상국의 지재권 략은 선진국들이 산업발  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을 

것이다. 발 과정에 있던 일본의 실용신안제도가 그러했다. 일본의 경험은 개발

도상국이 실용신안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암시한다.29) TRIPs 정은 

실용신안에 한 기 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30) 실용신안에 한 국가별 법률

을 마련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들은 이 정에  매이지 않는다. 실용신안은 

작은 기술 신을 보호하므로 개발도상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31)

개발도상국에서는 발명이 될만한 기술발 이 상 으로 드물다. <표 1>을 보

면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합’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차지하는 비

50개 국가가 특허를 부여하게 되었다. Einarsson, TRIPS, www.grain.org/docs/sida-trips-2001- 
en.pdf 2002.6.10.;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Korea), WIPO Asian 
Regional Seminar on the Implic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Enterprises, 1996.12., 
p.139 참조.

27) TRIPs 정 기안 과정은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요

구하는 높은 수 의 지재권 보호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 
www.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2002.6.5.

28) h ttp ://s iteresources.w orldbank .org /IN TG EP2002/R esources/05--C h5--128-151.pdf, 
2005.12.20. 속.

29) Peter Einarsson and Marie Bystrom, TRIPS: Consequ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Implications for Swedish developing cooperation, Consultancy Report to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2001.8., www.grain.org/docs/sida-trips-2001-en. 
pdf, 2002.6.10.

30) 이에 한 규정이 없는 것은 선진국들이 이들 분야에 별로 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

다. www.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31) 마스쿠스(Maskus)는 개발도상국이 TRIPs 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경제  이익을 극

화하기 해서는 실용신안과 산업디자인 체제를 발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An Agenda for the World 
Bank Group,” Panel Discussion members: Carlos A. Primo Braga, Keith Maskus, 
Frederick Abbott, Richard Nelson, Robert M. Sherwood, Howard Pack,  
www.worldbank.org/html/fpd/technet/sem-sums/march5.htm.,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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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0년에는 77.0%로서 다수를 유하 고, 1980년에는 62.8%로 감소하

기는 하 으나 여 히 특허보다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러나 1990년에는 

46.7%로 감소하여 특허보다 그 비 이 작아지게 되었고, 2000년에는 26.7%, 

2003년에는 25.6%로 략 1/4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감소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기에는 특허출원이 상

으로 었다가 기술이 발 한 최근에 와서는 특허의 비 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유사하다.32)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많고 특허출원은 매우 다면 특허는 

주로 외국기업에게만 부여될 것이다. 이 게 된다면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는 외

국기업을 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고 실용신안제도가 없다면 더욱 그 게 될 것

이다.33) 한국 일본 만 등의 국가에서는 상 으로 지재권 보호가 약하고 실용

신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도입이 잘 이루어졌다. 실용신안제도가 국내기업

들의 작은 기술 신들을 장려했던 것이다. 를 들어, 일본은 실용신안제도를 통

하여 국내 발명가들이 수입된 기계나 설비를 조 씩 개선하거나, 원천발명에서 

개량발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실용신안 보호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증 시켰다. 를 들어, 라질에서 실용신안은 국내 생

산자들이 외국기술을 국내 조건에 용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당부분의 농기

계 시장을 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 특허제도는 일본의 기술발 과정에 

향을 미쳤다. 1960-1993년 동안의 일본 특허제도는 증  기술 신과 기술확

산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실용신안출원을 크게 장려했다. 실

용신안은 이 기간 동안 생산성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쳤다.34) 한국․일본․

32) 1906년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는 특허출원 건수를 넘어섰다(1906년, 특허출원 4,509
건, 실용신안출원 7,952건). 이러한 경향은 198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

술발 과 함께 감소하여 1992년에는 100,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33) www.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34) Keith E. Maskus and C. McDaniel, Impact of the Japanese Patent System on 

Productivity Growth, 1999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1: pp.557-74, cited at 
Intellectual Property: Balancing Incentives with Competitive Access, p.134. 
www.worldbank.org/prospects/gep2002/chapter5.pdf, 2002.6.10.; Keith E.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www.colorado.edu/Economics 
/mcguire/workingpapers/cwrurev.doc, 2002.6.9.; www.iprcommission.org/documents/ 
CONF_BOOK3.pdf, 2002.6.4. The Royal Society, Commiss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Work Better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Poor People, 20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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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경우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 구조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 비 의 변화 추이35)

139,173 (26.7)37,163102,0102000

13,628 (62.8)8,5585,0701980

159,477 (25.6)

48,474 (46.7)

8,013 (77.0)
합계 /비율 (%)

118,652 

25,820

1,846
특허 (건 )

40,825 2003

6,1671970

22,6541990

실용신안 (건 )년도별

139,173 (26.7)37,163102,0102000

13,628 (62.8)8,5585,0701980

159,477 (25.6)

48,474 (46.7)

8,013 (77.0)
합계 /비율 (%)

118,652 

25,820

1,846
특허 (건 )

40,825 2003

6,1671970

22,6541990

실용신안 (건 )년도별

개발도상국의 기술 신 결과는 높은 技術力과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 開拓發明

이나 源泉發明보다 이들을 개선한 ‘改良發明’인 경우가 많다. 실용신안제도가 없

다면 이들 발명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

제도는 開拓發明이나 源泉發明을 할 수 있는 선진국만을 한 제도로 락할 것

이다.

<표 2> 내․외국인별 출원 황36)

(단  : 건, %)

구  분
2002 2003 년 비

증감율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76,570 72.1 90,313 76.1 18.0
외국인 29,566 27.9 28,339 23.9 △4.2

계 106,136 100 118,652 100 11.8

실용신안

내국인 38,660 98.6 40,174 98.4 3.9
외국인 533 1.4 651 1.6 22.1

계 39,193 100 40,825 100 4.2

35) 안 구, 세계화시 의 특허 략, 한상공회의소, 1995, p.468.; 특허청, 2004 지식재

산백서, p.16.
36) 특허청, 2004 지식재산백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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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2>는 국내 특허청에 출원되는 내․외국인별 특허․실용신안 출원비

율을 나타낸 것으로 특허는 외국인의 비 이 27.9%(2002), 23.9%(2003)로 상당하

나 실용신안은 내국인 출원비 이 98.6%(2002), 98.4%(2003)로 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은 최근 5년간(1999-2003) 권리별 출원 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

허출원은 1999년 80,642건에서 2003년 118,652건으로 47.1% 증가하 고, 실용신

안출원은 1999년 30,650건에서 2003년 40,825건으로 33.2% 증가하 다. 특허출

원이 체 권리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9년 34.9%, 2001년 36.1%, 2003년 

38.8%로서 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이 체 권리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9년 13.3%, 2001년 14.1%, 2003년 13.3%로서 큰 변화를 보

이지 않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친 건(소계)에서 실용신안출원이 차지하는 

비 은 1999년 26.3%, 2001년 28.1%, 2003년 25.6%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디자

인에 해당하는 의장(industrial design) 출원건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매우 유사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황37)

(단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특  허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7.3) (26.5) (2.6) (1.5) (11.8)

실용신안
30,650 37,163 40,804 39,193 40,825
(6.1) (21.2) (9.8) (△3.9) (4.2)

소  계 116,692 139,173 145,416 145,329 159,477

의  장
32,404 33,841 36,867 37,587 37,607
(36.5) (4.4) (8.9) (2.0) (0.1)

상  표
87,332 110,073 107,137 107,876 108,917
(52.2) (26.0) (△2.7) (0.7) (1.0)

계
231,028 283,087 289,420 290,792 306,001
 (24.7) (22.5) (2.2) (0.5) (5.2)

주) 1. (  )는 년 동기 비 증감율임.
   2. 다의장,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각각 1건으로 집계하 음.

37) 특허청, 2004 지식재산백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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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용신안에 의한 방법, 조성물, 화학물질 등의 보호

실용신안은 그 보호 상이 주로 ‘모양’이나 ‘물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의 조

합’이다.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 조성물, 화학물질,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건, 

동․식물의 종 등은 실용신안 등록에서 제외된다. 를 들어, 특정 형태가 없는 

컴퓨터 로그램이나 업방법은 실용신안 보호 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원래 

실용신안제도의 목 이 작은 발명을 보호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는 데에 있

었으므로 구태여 그 보호의 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여 방법, 공정, 화학물질, 형

태가 없는 물건 등을 보호의 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컴퓨터 로

그램과 그 본질이 컴퓨터 로그램인 ‘인터넷을 이용한 업방법’은 일종의 가상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다.38) 日本特許廳의 ｢컴퓨터소 트웨어 련발명의審査基準｣에 따르면 로그램은 

“物件의 發明”으로 請求 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39) 그리고 유럽특허청은 

IBM 이스40)에서 ‘컴퓨터 로그램 그 자체’가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하 다.41) 

그래서 컴퓨터 로그램을 假想的 형태를 갖는 고안으로 간주하여 실용신안의 보

호 상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 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物件의 發明”으로 보

고 특허의 상으로 인정하는 日本과 유럽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제조방법  공정은 그 과정에 포함되는 하드웨어와 기, 간, 최종 단계에

서의 물리 ․화학  수치 등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다고 

38) 이에 하여는 필자가 정리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구 환, 서울 학교 법학, 제46권 

2호, 2005.6. 실용신안에 의한 업방법의 보호, pp.278-315.; Pamela Samuelson, 
Randall Davis, Mitchell D. Kapor, and J. H. Reichman 등은 그들이 발표한 논문, “A 
Manifesto Concerning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4 Colum. L. 
Rev. 2308(1994)에서 컴퓨터 로그램의 특성에 하여 설명하면서 컴퓨터 로그램이 

가상  기계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5.2 
Characteristics of Software.

39) 한국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 실, 日本컴퓨터․소 트웨어 련발명심사기 비즈니스 

련발명사례집, 2002.6., pp.2-4.
40) T 0935/97-3.5.1 [1999] R.P.C. 861와 T 1173/97-3.5.1 1999 OJ EPO [609].
41) 유럽특허청은 IBM 이스에서, ‘컴퓨터 로그램 그 자체’는 만약 로그램과 컴퓨터

간의 통상의 물리  상호작용을 넘는 技術的 효과가 있다면 특허될 수 있고, 어떤 종

류의 매체에 한 언 이 없이 컴퓨터 로그램 제품에 해서 특허를 얻을 수 있다

고 하 다. 유럽공동체 원회의 ‘지침제안’은 컴퓨터 련 발명이 제품(즉, 로그램된 

컴퓨터, 로그램된 네트워크, 혹은 다른 로그램된 장치)으로 請求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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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조성물, 화학물질,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건을 실용신안에 포함시

켜 보호하는 는 독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42) 독일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의장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소발명을 보호하기 해서 1891년 제정되었는데,43) 

제정 당시 보호 상은 신규의 형태, 조합 는 장치로서 3차원  형태로 구 되

는 작업용구  실용품에 한정하 다. 그러나 1987년 실용신안법은 방법발명을 

제외한 모든 발명을 실용신안의 상으로 함으로써 화학물질, 기․ 자회로도 

보호 상에 포함되게 하 다. 그리고 1990년 행 실용신안법은 공간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아  삭제하고, 새로운 것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진

보  단계가 인정되는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도록 하 다. 공간  형태의 

요건을 삭제한 것은 3차원  형태에 구 되었는지에 한 특허청의 심사로 인해 

등록 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 히 ‘방법’과 ‘동·식물’은 

보호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에 한 사 심사가 없어 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렴하기 때문에 컴퓨터 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업방법과 같이 기술이 빠

르게 진보하여 상 으로 짧은 라이 사이클을 갖는 작은 기술진보의 보호에 

편리하다. 이는 실용신안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비자명성의 수 에 미치지 못하

는 작은 기술 신, 즉 부(副)특허기술 신(sub-patentable innovations)44)을 보호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개도국을 한 제도로

서, 한 작은 기술 신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부 한 측면도 있다. 아래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신규성

 정보통신사회에서는 네트워크효과에 의하여 참여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의 가치가 커지므로 일단 권리가 주어진 후 무효심 을 통하여 권리가 무효되더

42) 박 규, 실용신안제도의 개선방안, 제11회 지재연포럼, 2004.7.30. 이 문서는 한국발명

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kiprc.re.kr/ 
research/b1.forum_data_view.asp?no=52&CurrentPage=3&strkey=&strgbn=, 2005.10.31.

43) 독일 특허법은 1877년 제정되었다.
44) Reichman, Of Green Tulips,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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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효과를 

방지하기 하여 모든 실용신안에 하여 신규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45)

한 행 실용신안제도에 있어서 “ 신규성(absolute novelty)” 요건은 보

호 상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새로워야 함을 요구한다. 를 들어 한국특

허청에서 주어진 특허는 한국특허청(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국특허청에서 주어진 특허에 의해서 무효될 수 있다. 즉 어떠한 기술  사

상에 하여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이와 동

일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신규성 기 의 채택은 국내

에서 기술 신이 실질 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근할 수만 있다면 출원을 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래 특허제도는 국내에

서 기술 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한 것으로서 “상 신규성

(relative novelty)”만을 요구하 다. 그리고 특허는 새롭게 실제로 만들어진 “물

건”을 보호하 고 어떤 새로운 물건의 제작에 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았다. 

즉, 아무리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구체 으로 만들어져 사

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에 하여 특허보호

가 주어졌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이제 발명,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해당 정보가 출원 에 이

미 국내에서나 혹은 세계의 어디에서라도 근만 가능하면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특허제도가 ‘기술 신(innovation)’의 보호에서 ‘발명(invention)’의 

보호로 환됨으로써 기술 신은 직  보호되지 못하고 간 으로 보호될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즉 행 특허제도 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비한 물건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기술 신자는 해당 물건에 내포된 아이디어만을 보호받

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 신에 하여 간 으로만 보호받게 된다. 왜냐하면 해

당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 될 수 있는 한, 기술 신자가 실제로 시

장에 내놓은 물건 이외의 것을 경쟁자가 동일 시장에서 만들어 팔 경우 분쟁이

나 소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신규성 요건

45) 특허청은 이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심사후등록제도로 환하

려고 하고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강국,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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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의 기술 신을 진하는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하고 분쟁을 야기할 소지

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사상만 기재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 요건을 그 로 

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사상과 더불어 이것이 실질 으

로 이용가능하고 상업 으로 매 가능한 상태의 물건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 정보, 즉 기술  사상에 한 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

한다면 국내에서의 기술 신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신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신규성” 요건 신

에 “상 신규성” 요건을 용하여 국내에서만 ‘새로운 것’이라고 인정되면 실

용신안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05년 제정된 일본 실용신안법은 소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일본에서 공지되지 않았으면 신규성 

요건이 충족되는 “상 신규성 요건”을 채택하 다.

요약하면, 특허제도의 근본취지가 국내에서 기술 신이 잘 일어나도록 장려하

기 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어떠한 기술 신이 국내에서 최 로 일어났다고 인

정되는 한, 해당 기술 신에 포함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에서 발견되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국내 기술 신을 

장려할 수 있다.

2) 진보성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될 만한 ‘부특허기술 신’의 진보성 요건의 최 수 은 

불명확하다. 를 들어 모든 종류의 ‘선택, 추가, 재배열, 수정, 조정’ 등이 실용

신안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해서는 안 된

다.46) 즉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될 수 있는 진보성의 최 수 은 동일성의 정도

를 벗어나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진보성 단은 침해문제와 하게 련되어 있다. 를 들어, 균등수단으로

46) 발명은 특허출원 이 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

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면 특허될 수 없다.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dustrial Proper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1998, Patent Law, Article 29 
[Requirements for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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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단한 변경, 혹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공지요소들의 단순한 변형은 실용신안

의 보호 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특허와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진보

성 정도의 차이라든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최  수 의 진보성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출원인의 출원과 심사 의 

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정도의 진보성만을 가진 발명이라도 심사 은 어떠한 객  기 을 가

지고 이를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고 그 반 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다면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진보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

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술  균등물이 아닌 발명으로서 수치, 

형상, 구조, 요소, 순서, 조성 등의 변경에 따른 기술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받을 만한 발명의 

진보성은 극히 작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기 이 애매할 뿐 아니

라 극히 작아도 되는 진보성 요건을 굳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하여 숙

고할 필요가 있다.47) 즉 진보성 요건은 특허법상의 특허에만 존치시키고 실용신

안에는 그 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보다 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8. 실용신안권의 배타성

실용신안의 요한 문제는 이것이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배타  소유권 체제는 

후속 기술 신 과정에 과도하게 높은 사회  비용을 래한다. 소유권으로 ‘작은 

기술 신’을 보호하면 마치 커다란 기술 신을 이룬 때처럼 補償하게 되어 場

進入의 벽과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의 網이 구성된다. 한마디로 소유권  체제는 

후속 발 을 해한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특허와 작권제도는 ‘특허숲

(patent thicket)’을 형성하고 있다.48) 재 발행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특허는 

47)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Kingston, Direct protectio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8) Adams Jaffe, Joshua Lerner, and Scott Stern, ed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I, MIT Press, 2001; http://haas.berkeley.edu/~shapiro/thicket.pdf 참

조. ‘특허 숲 (Patent thicket)’은 新技術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이 복수의 특허권자로

부터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련의 겹치는 특허권들’을 의미한다. 크로스라이선싱

과 특허풀(patent pools)은 특허숲을 헤쳐 나가려고 시장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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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제품이나 공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특허를 침해할 험을 야기하고 

있다.49) 이러한 상황에서, 배타  소유권에 기 한 실용신안으로 작은 기술 신

들을 보호하도록 한다면 ‘특허숲’ 에 ‘실용신안숲’(utility model thicket)50)을 세

우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소유권  권리

의 개념에 기 하고 있는 재의 실용신안제도를 후속 기술 신을 방해하지 않

는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에서는 보상책임

체제의 구조와 의미  특성을 검토한다. 보상책임방식이 소유권방식에 비하여 

소발명의 보호에 효과 이라면 실용신안제도에 보상책임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보상책임체제(Compensatory Liability Regime) 51)

1. 개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술 신을 소유권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하지 않다면 보상책임체제로 보호하는 것이 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책임체제가 작은 기술 신의 특성을 잘 반 한다면 소발명의 보호를 한 

한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만(Jerome H. Reichman)이 제안한 

보상책임체제의 구조와 의미  보호 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보상책임체제의 구조

‘녹색튤립(green tulip)’ 문제로 보상책임체제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보상책임

체제에서 후속개발자는 자신이 빌린 것에 해 비교  짧은 기간동안 한 보

상을 의무 으로 지불한다.52) 육종가 A가 ‘녹색튤립’을 개발한 첫개발자라면, 다

이고 효과 인 방법이다.
49) Of Green Tulips, p.28. 거의 모든 컴퓨터 로그램 開發 들은 자신들의 컴퓨터 로그

램을 발표할 때 원치 않게 컴퓨터 로그램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5.4 [2] Cons for Software Patents 참조.

50) ‘실용신안숲(utility model thicket)’이라는 말은 수많은 실용신안들로 만들어진 ‘숲’을 

가리키기 하여 필자가 고안한 용어이다.
51) Reichman, Of Green Tulips; 보상책임체제에 한 설명  비평은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327-331, 386-388. 참조.
52) Reichman, Of Green Tulips,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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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은 이 녹색튤립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육종가 

A는 일정한 인  리드타임(artificial lead time) 기간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녹

색튤립의 사용에 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육종가 A의 자격은 독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  계에 기 한다. 그는 자기의 기술 신(즉, 녹색튤

립)을 후속개발자(육종가 B)가 요구할 경우 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육종

가 B는 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한 녹색튤립의 기술 신을 사용하기 해서 

육종가 A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육종가 B가 끈기 있게 리드타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리드

타임 이후부터 그는 육종가 A의 기술 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육종가 B

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리드타임 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육종가 A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녹색튤립의 변종(a red, white and green tulip, 

백녹튤립)을 독립 으로 개발할 수 있다. 육종가 C는 육종가 B와 같은 치에 

있다. 육종가 C도 육종가 B의 ‘ 백녹튤립’을 자신의 다른 후속 개발제품, ‘ 백

황튤립’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C가 B의 ‘ 백녹튤립’을 빌릴 때, 만약 육

종가 A와 B의 책임기간(liability period) 동안이면, 육종가 A와 B 모두에게 보상

을 해야 한다. 육종가 B와 C가 책임기간 동안 육종가 A에게 빌리지 않고, 그래

서 B와 C가 A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종가 A는 인  리

드타임으로부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53) <표 4>는 육종가 A, B, C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육종가 A, B, C의 계54)

튤립 육종가 A 튤립 육종가 B 튤립 육종가 C

․‘녹색튤립’을

  처음 개발하 다.

․아직 소비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

․튤립 육종가 A의 기술을

  이용하여 ‘ 백녹튤립’을

  개발하 다.

․상품화에 성공했다.

․튤립 A, B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 다.

․육종가 A, B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색깔의

  조합으로 된 튤립,

  ‘ 백황튤립’을 개발하 다.

53) Ibid., pp.40-41.
54) Reichman, Of Green Tulips.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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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책임체제의 의미55)

보상책임체제는 개발자에게는 일정한 인  리드타임을 제공함으로써 작은 

기술 신에 한 소유권  규칙의 문제를 해결하고, 리드타임 동안 다른 회사들

이 개발비를 보상하기만 하면 언제나 선행 개발자의 기술 신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56) 보상책임체제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권리가 없는 자동라이

선스의 형태를 취한다. 권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항상 은 수입을 거

둔다고 할 수는 없다. 개발자의 기술 신을 극  내지 공격 인 후속개발자가 

응용할 경우,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거 했거나 혹은 호의 인 사용권자에게 독

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했을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

문이다. 특히 여러 후속개발자가 다수의 후속개발제품에 심을 갖게 될 때, 그

리고 이러한 후속개발제품들이 첫 개발자 자신의 사업이 창출했을지도 모를 이

익을 과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인 때, 기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반 로 육종가 B와 C가 스스로 기술 신을 이루어냈을 경우, 육종가 

A는 B와 C에게 보상하여 그들의 개발비에 기여해야 B와 C의 기술 신을 이용

할 수 있다.

육종가 A와 B가 이 거래를 할 만한 인센티 를 보유하는 한, 이 시스템을 통

하여 기술 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A, B, C 모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일

단 육종가 B가 A의 비용에 기여하기로 하면, B는 C뿐만 아니라 A(A가 최근 기

술을 자신의 제품에 반 하기 하여 후속개발자의 기술 신, 즉 B의 기술을 이

용하는 경우)로부터도 유사한 보상을 거둘 수 있는 치에 있게 된다.

4. 소유권방식과 비교한 보상책임규칙의 장

후속기술 신을 방해하거나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이며 

연속 인 기술 신에 투자한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법

과 지 재산권제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의 하나 다.57) 연속  기

술 신을 배타  소유권으로 보호할 경우 후속개발자의 이용에 한 가를 (후

55)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328-330 참조.
56) Reichman, Of Green Tulips pp.23-53.
57)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313, 331.; Reichman, Of Green Tulips p.51. 

참조. 시장지향법률체제는 진입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지향 법률체제에 한 설

명과 비평은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299-327, 384-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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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발자의 몫까지) 첫 개발자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58) 반 로 이러한 배타

 권리의 이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첫 개발자의 몫은 후속개발자에

게 돌아가게 된다.

보상책임체제는 이러한 부정  경향을 제거한다.59) 첫 개발자들은 후속개발자

들이 기술 신을 이용할 때 보상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러한 

후속응용기술을 다시 빌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첫개발자의 기술 신을 허락 없이 빌릴 수 있는 후속개발자의 법  권리는 

사실상 첫개발자에 한 지불비용을 과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단해야 한다는 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자동라이선스 하에서 지정된 

기간동안 모든 참여자는, 인 인 법률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지  사이를 왕래할 수 있다.

인터넷과 자상거래의 발 은 복제비용을 이고 리드타임을 축소시키고, 그

럼으로써 작은 기술 신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비 로 유지할 

험을 증 시켰다. 보상책임체제는 상업 으로 가치는 있으나 진보성 내지 창작

성은 갖지 못하는 ‘작은 기술 신(sub-patentable innovation)’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와 작권’의 이분법 체계는 진정으로 진보성이 있는 발명 는 독

창성이 있는 작물에만 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획기  선구  발명에 의해 기술 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기술 신은  연속  증 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  

기술의 축 을 통해 기술과 경제의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60) 기술자들은 기술

 노하우, 즉 ‘소유자에게 상업  이익을 주는 제조 방법이나 공정에 한 정

보’를 창출한다. 그런데 오늘날 새롭게 창출되는 첨단기술은 복제에 취약하고, 복

제에 한 취약성은 시장붕괴의 험을 낳는다. 보상책임체제는 이러한 ‘작은 기

술 신(small grain-sized innovations), 즉 신규성과 진보성 기  혹은 독창성과 

창의성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기술 신’을 효과 으로 보호한다.61) 결국, 

58) James Bessen and Eric Maskin,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o. 
00-01, January 2000.

59) Ibid., p.51.
60) James Bessen and Eric Maskin,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실버스톤(Z.A Silberston)은 실용신안이 앞으로 폭

넓게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Kingston, Direct protection, p.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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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체제의 보호 상은 ‘신규성과 진보성 기  혹은 독창성과 창의성 기 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소유자에게 상업  이익을  수 있는 부특허기술 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히만의 보상책임체제가  증  연속  개선의 특성을 갖는 작은 기

술 신을 히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체제가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비자명

성의 수 에 미치지 못하는 ‘부(副)특허기술 신(sub-patentable innovations)’을 효

과 으로 보호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62) 責任規則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3자의 피해행 를 통제하는 한편, 소유권  권리는 제3자가 보호의 客

體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排他的 권

리 하에 자동차나 집과 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그

것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責任規則에서, 다른 사람들은 특정 조건 하에 損害賠

償責任을 갖고 (권리자에 한) 가해행 를 하고 蓋然的 침해(probabilistic 

invasions)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체제 下에서 후속기술 신자들은 첫 走

(first comer)에게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려고만 하면 첫 走 의 기술 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연속  기술 신상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자

신의 소발명을 실시하기 하여 일일이 선행 신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

거로움을 제거시켜 다. 따라서 이 체제하에서는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증 ․

연속  기술 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연속  기술 신에서 첫 走 와 후속 走  間의 요한 문제, 즉 ‘후속기술

신을 沮害하지 않은 채 기술 신을 장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임규칙 하에서는 리드타임동안 구나 개발비에 기여하기만 하면 서로의 부특허

기술 신을 빌릴 수 있고, 허락을 얻기 하여 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비용

을 일 수 있다. 이 체제는 후속기술 신의 가까지 모두 첫 개발자에게 돌리

지 않으므로 후속투자를 장려한다. 즉, 이 안은 과학  연구를 지연시키거나 

후속기술 신을 방해하는 법률  장벽을 구성하지 않는다.

5. 요약

따라서 실용신안제도에 보상책임체제를 도입하여 발명에 한 사용 요구를 거

61) Reichman, Of Green Tulips., pp.23-24.
62) Reichman, Of Green Tulips,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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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도록 하면 상비용을 이고 불필요한 법률장벽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히만이 제안한 책임체제63)의 개념을 실용신안제도에 도입하여 

청구항마다 일정한 보상액 내지 보상비율을 제시하면서 사용을 요구하면 거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체제는 상세한 실행계획이 제시되기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보상비용을 산정하는 기 , ‘부특허기술 신’의 정의, 침해의 구성요건, 그

리고 등록과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보호 상이 될 ‘부특허기술

신’의 최 수 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64) 부특허기술 신의 정의 내지는 

최 수 의 설정 문제는 침해문제와 하게 련되어 있다. 를 들어, 균등수

단으로의 간단한 변경, 혹은 아무런 효과 없는 공지요소들의 단순한 변형은 책임

체제의 보호 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기술 신에 하여 단순한 변경, 즉 

부특허기술 신의 최 수 에 미치지 못하는 변경을 이룬 경우에는 기술  균등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행기술 신에 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 상의 공고(公告)를 해서는 등록제도(national registration system)가 필

요하다. 등록제도는 선행기술의 축 을 용이하게 하고, 보호 상․권리자․보호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러나 각 기술 신마다 한 등록기간과 

로열티를 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고, 소기업은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공식

인 등록제도를 싫어한다는 문제 이 있으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등록과정을 가

능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Ⅳ. 결론

1. 결론

실용신안의 주요 특징 즉, 낮은 수 의 진보성, 무심사제도, 그리고 짧은 보호

기간 등은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작은 기술 신을 비교  용이하게 보호할 것으

63) Reichman, Of Green Tulips, pp.23-53.; Louis Kaplow and Stevell, “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An Economic Analysis,” 109 Harv. L. Rev. 713, 716 (1996).

64) 발명이 특허출원 이 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

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면 특허될 수 없다.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1998, 
Industrial Proper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Patent Law, Article 29 
[Requirements for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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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런데 실용신안의 주요 문제 은 그 보호 상이 주로 ‘모양’이나, 

‘物件의 構造’나, 혹은 ‘이런 것들의 組合’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物件이나 제조방법  공정은 실용신안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컴퓨터 로그램, 업방법, 화학공정, 화학물질 등에 있어서의 작은 기술

신은 모양이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허로 보호받을 정도

의 것이 아닌 경우, 실용신안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기술 신은 축 될 경우 특허발명에 못지않은 단히 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

로 이에 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신은 

소발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특허는 부분 외국기업에게만 주어짐으로써 특허

제도가 선진국을 한 제도로 락하게 될 것이다. 실용신안제도의  다른 문제

은 실용신안이 배타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후속기술 신을 해한다

는 이다.

2. 제안

따라서 필자는 소기업  개발도상국의 기술 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실용신안제도의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여 보다 개발도상국에게 친화 인 제도

로 만들기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실용신안의 보호 상을 확 한다. 즉 모양, 형상, 구조  이들의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행 실용신안의 보호 상을 특허와 동일하게 한다. 즉 물건, 제

조방법, 제조공정, 화학물질, 조성물, 식물품종, 유 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2) 진보성 요건을 포기한다. 이것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 진보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일반 으로는 신규성 요건을, 기술 신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상 신규성 요건을 용한다. 즉, 심사 은 상 신규성을 용해야 하

는 경우, 국내에서 출원일보다 먼  동일한 기술 신이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없

는 한 신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재 실용신안제도에서 일 으로 

신규성을 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의 기술 신을 진하기 

한 것이다.

4)  정보통신사회의 네트워크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출원은 신규성 심사를 

한다. 일단 권리가 부여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부여된 권리가 부실권리라는 

이유로 후에 무효가 되더라도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부정  효과를 사후 으로 



丘 大 煥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249～276274

치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부실권리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효과 때

문에 여기에 가입한 고객은 새로운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5) 발명에 한 사용 요구는 보상액을 지불하는 한 거 할 수 없다.

6)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지시킬 배타  권리가 아니

라 “보상을 받을 권리”로 규정한다.

7) 보상액 는 보상비율은 출원인의 제안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기술평가국’

에서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출원인이 보상액 는 보상비율에 불복할 

경우 변리사회, 발명 회, 감정평가사, 지 재산권 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평

가 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8) 특허청 ‘기술평가국’ 는 ‘기술평가 원회’가 결정한 보상액 는 보상비율

은 이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기재한다.

9) 공정이나 방법은 그것에 포함된 물리  요소를 청구범 에 기술함으로써 

보호된다.

10) 컴퓨터 로그램  인터넷을 이용한 업방법에 한 실용신안출원은 가

상  형태를 갖는 물건으로 청구범 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11) 기술 신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에 한 권리의 단속책임은 특허청이 부

담한다. 국가기 에 의한 권리단속은 기술 신의 무단복제나 편승(free riding)이 

기술 신자의 투자의욕을 하시키고, 국내의 기술 신을 장려하기 한 국가정

책에 반하는 행 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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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Protection of Small Innovation 

through Utility Models
65)

Daehwan Koo
*

Many scholars argue that utility models are generally useful for developing 

countries to encourage innovations. This is because utility models require lower 

novelty and inventive step compared with patent, and thus they can provide 

protection for small innovations. In general developing countries have not enough 

resources to produce a major invention. Innovations occurred in these countries 

are generally small and gran-sized. These innovations cannot be protected by a 

patent. If there is no utility model system in these countries and examinations 

are made by the same standard that is applied to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such innovations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any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under the liability regime, follow-on innovators can use the 

first comer's innovation only if they are willing to pay a certain royalty to the 

first comer. This lowers transactions costs and reduces undesirable social 

behaviour such as free riding appropriation. Utility models that are modified by 

the concepts of compensatory liability regimes could solve the critical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omer and second comers in sequential 

innovation, i.e. encouraging innovation without impeding follow-on innovations.

Thus, I suggest the following:

① The basic concept of compensatory liability regime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urrent utility model system.

② Substantial examination for novelty should be done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an unexamined utility model right.

③ The inventive step requirement should be abandoned because most of 

* College of Law of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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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incremental, and thus, they cannot 

be protected by patents, but should be protected for these countries' 

domestic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