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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법은 특허권자 아니지만 출원하지 아니한 선사용 발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는 무상의 실시권을 부

여한다. 발명 후에 그것을 특허 출원할지 노하우로 가지고 있을지는 각

기업의 사정에 달려있을 것이고,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임을 고려할 때

에, 반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한 노하우의 선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

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

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항변권으로 행사 가능할 뿐

이기 때문에,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선사용권이 침해소송

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미국도 선사용권을 다시

도입한 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는 다양한 판례

가 존재하는데, 과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요인이 강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최근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 주장

에 대하여 “구현된 기술적 사상이 같지 않고, 설령 조성비가 같은 범위

에 있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 기술적 사상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국내에서 선사용의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이나, 한국 및 일본의 법제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화학 업계 등에서

수치한정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검토의 가치가 있을 것

이다.

수치한정 내에 선사용 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기술적 사상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은 선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것으로 선사용 성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반대로 수치한정발명의 성립을 더 어렵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적어도 이 선사용권 불인정 판례는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독

점의 이익을 누린다는 특허법이 아닌 노하우로 기술을 유지하려는 화학

약품 제조 업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요

인이 있었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선사용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전략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선사용권을 부정

한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술적 사상’

의 동일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선사용 항변 시의 증거

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수치한정발명의 선

사용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주요어 : 선사용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수치한정발명, 기술적 사

상

학 번 : 2019-2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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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특허법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 업으로써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한다.1) 실시

권은 크게 설정행위에 의한 전용실시권(특허법 제100조, 제101조)과 통

상실시권으로 나뉜다.

이 중 통상실시권은 허락실시권(특허법 제102조),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

시권(특허법 제106조의2, 제107조, 제138조)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법

정실시권은 법정요건을 갖추는 제삼자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갖기 때문에2), 특허권 행사의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중요하다.

특허법상의 법정실시권으로는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특허출원 등의 회복 시 특허출원의 포기 등 기왕의 외관

을 신뢰한 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81조의3 5항), 선사용

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

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의2 1항), 특허권 이전청구 무

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인 중용권(특허법 제104

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원디자인권자가 가지는 통상실시권(특허

법 제105조), 재심 등으로 회복 또는 상실한 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인 후

용권(특허법 제182조, 제183조)이 있다.

상술한 법정실시권 중에서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출원하지 아

니하고도 인정되는 경우 그와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

특하다고 할 수 있다.

1) 임병웅, 「이지 특허법」제16판, 한빛지적소유센터, 2017, 924면
2)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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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후에 그것을 특허 출원할지 노하우로 가지고 있을지는 각 기업의

사정에 달려있을 것이고,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임을 고려할 때에, 반영

구적인 보호가 가능한 노하우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3)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

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

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

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

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하여, 발명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공평이라는 관점

에 따른 조정인 선출원주의에 대한 보완4)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자신의 실시 발명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기에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항변권

이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

수적 권리5)이다.

국내에서는 선사용권이 침해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

나, 일본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100여건 이상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

다.6) 과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요인이 강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최근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구현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지 않

고, 설령 조성비가 동일한 범위에 있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 기술적 사상

3) 日本特許庁, 「先使用権制度の円滑な活用に向けて—戦略的なノウハウ管理のために—」 第2
版, 2019, 6면

4) 정상조, 박준석, 앞의 책(주2), 162면; 竹田和彦, 「特許の知識」, 第7版, ダイヤモンド社,
2004, 445면; 임병웅, 앞의 책(주1), 955면. 이러한 공평설 이외에 선의의 사업자 보호
및 산업 정책상 필요하다는 경제설, 선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선발명자 보호
설, 선사용자는 특허권자의 발명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교사설 및 노하우에 대
한 보호라는 노하우설이 있다.

5) 김민희,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의 先使用의 抗辯에 관한 硏究 -特許法 第103條의 先
使用權에 기인하여-”, 「知的所有權法硏究」 Vol. 5,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1, 37-38
면

6) 日本特許庁, 앞의 책(주3), 127-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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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7)라는 선사용권 불인정 판례는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특허법이 아닌 노하우로 기술을 유지하려는 화학 약

품 제조 업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는 과

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

려는 요인이 있었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선사용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전략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산업 및 연구 역량의 향상으로 후발주자들의 성

장 및 추월을 저지하고자 발명을 노하우로 보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에, 상술한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선사용권 부정판례를 검토할 가

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평설 등에 기초한 선사용권의 목적과 기업의 태도에 기술 공

개의 대가로 권리를 보호하고 종국적으로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

법의 원리와는 다소 상이함이 있기에, 선사용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고찰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2장 선사용권 제도

특허법제에서 선사용권에 대한 연구 문헌은 많지 않다. 국내의 연구

자료는 수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본 연구자들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

을 뿐이다.8) 비록 국내에 다양한 학설의 제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

본의 학설을 곁들여 검토함으로써 선사용권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7) 知財高裁 平成30年4月4日判決, 平成29年(ネ)第10090号
8) 윤선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 제16호, 2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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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선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과 같이 물권적 성

질을 지니지 않는 채권적 권리이며, 부수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9), 특

허권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변권이라는 견해10), 항변권이라는

주장에는 차이가 없으나 특허등록 이전에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이를 소

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11) 법적성질에 대

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을 항변권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선사용권에 대한 학설을 다양한데, 선발명보호설, 교사설, 노하우보호

설, 보상설, 경제설, 공평설 등이 있다.

선발명보호설은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진정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

완적 수단이라는 견해로, 발명 및 출원의 선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12)

교사설13)은 ‘발명자는 국민의 교사’라는 측면에서 선사용자의 발명이

특허출원자의 발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부여해

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사업실시나 준비를 한 자에게만 선사용권이 주어

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14)

9) 김민희, 앞의 논문(주5), 35면
10) 윤선희, 앞의 논문(주8), 30면
11) 권태복,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선사용과 공연실시의 항변”, 「산업재산권」제34호,
2011, 64면

12) 김민희, 앞의 논문(주5), 39면; 박주현, "특허의 선사용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9권 제2호, 2019, 224면; 윤선희, 앞의 논문(주8), 7면; 鈴木英明, "先
使用権制度における公平説再考", 「日本知財学会誌」 Vol. 8 No. 3, 2012, 93면

13) 김민희, 앞의 논문(주5), 40면. 김민희는 선사용자가 “특허권자를 포함한 일반사람들
을 선도하는 사람”임을 강조하여 “선도설”이라고 하였다. ; 임병웅, 앞의 책(주1), 995
면; 김현호, "법정실시권의 구체적 내용 IP column 지식재산강의", 「발명특허」제34
권 제6호, 2009, 57면

14) 김민희, 앞의 논문(주5), 40면;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윤선희, 앞의 논문(주
8), 6면; 정상조, 앞의 책(주2), 162면; Gary L. Griswold, Prior User Rights – A
Necessary Part of a First-to-File System, 26 J. Marshall L. Rev. 567, 1993,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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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노하우설은 공연실시의 경우를 설명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15)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가능

성이 있는 노하우를 이중으로 보호할 법익이 있는 것인가와 지나친 노하

우의 보호가 특허법을 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상설은 특허권이 발명의 공개를 통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특허제도

이지만, 특허권자가 선사용자에게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견해이다.16)

경제설은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개발 및 시설 투자를 파악하여, 선의

인 사업자의 시설 설비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17) 그러나, 경제적 관점만을 중요시하는 경제설의 경우에는 발

명의 완성이 필연적이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출원 시가 아닌

출원공개 시까지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제 특허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8) 설사, 출원공개 시까지 보호

된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A)과 출원공개(A)의 사이에 선사용권이 발생

한 발명(B)이 있고, 선사용 발명(B)의 전에 동일한 특허출원(C)가 있다

면, 특허출원(C)는 선출원, 혹은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거절될 것이지만,

선사용발명(B)는 선사용권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할 수 없

으며, 동시에 경제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 보호 및 산업정

책19)이라는 측면에서도 특허출원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양도된 이후에도 실시사업이 계

15) 김민희, 앞의 논문(주5), 40면;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16) 신기현,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동-서울지방법
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
4호, 2019, 63-64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실시에 대한 보
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상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라고 하면서, 공평설 및 경
제설보다 선사용자 보호에 강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윤선희, 앞의 논문(주8), 8면. 경제설만으로 선사용권을 설명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
들다고 한다.

18) 윤선희, 앞의 논문(주8), 7-8면; 田村善之, "特許法の先使用権に関する一考察(1)－制度
趣旨に鑑みた要件論の展開",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Vol. 53, 2019, 138-139면

19) 임병웅, 앞의 책(주1), 602면 및 9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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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20) 또한, 이러한 국민경제에 대

한 고려가 경제설임을 감안할 때에 “실시중인 사업 또는 사업 설비를 국

가 경제상의 이유로 직접 보호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다.21)

점유설은 발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특허법적

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사용권이 독자적으로 한 발명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설에 비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배타적 권리가 아닌 선

사용권에 점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22)

현재 학계에서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은 공평설23)인데, 특허출

원에 준비 혹은 실시 중인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은 특

허권자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24) 공평설은 특허권자

와 선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선

사용권이라고 보고 있으며25), 선사용 실시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

의관념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26)보고 있다. 이 이론은 과거 일본에서 있

었던 이른바 워킹빔 사건 이후에 널리 논의되었는데, 발명실시를 촉진함

과 동시에 과도한 출원을 억제하여 선사용자와 특허권자 사이에 공평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27) 공평설의 논지에서 선사용 제도는 선발명

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1839년

미국특허법은 물론이고, 선발명주의를 채택했던 일본의 1909년 특허법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법제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설 및 점유설 등을 포함하는

2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주해I」, 박영사, 2010, 1258면
21) 鈴木英明, 앞의 논문(주12), 93면
22) 田村善之, "特許法の先使用権に関する一考察(1)－制度趣旨に鑑みた要件論の展開", 「知
的財産法政策学研究」 Vol. 53, 2019, 139-140면

23) 윤선희, 앞의 논문(주8), 8면;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신기현, 앞의 논문(주
16), 63-64면;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22), 137면

24)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3면
25) 정상조·박성수, 앞의 책(주20), 1258면
26) 김민희, 앞의 논문(주5), 39면
27)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22), 144-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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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는 때도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의 설명이 가능하므로 현재

가장 지지를 받는 학설이다.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어 있지만, 모두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

는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선발명 보호설

은 발명과 출원의 선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고29),

노하우 보호설의 경우에는 공연한 경우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30)과, 부

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하우를 이중으로 보호할 법

익이 있는 것인가와 지나친 노하우의 보호가 특허법을 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설의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실제 법제와

는 상이하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공개 전까지의 발명을 보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후출원발명과 선사용 발명 간에 다른 권리를 부여할

여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사용권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론은 국내는 물론

이고 일본에서도 공평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른 이론에 비해, 단점

이 적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발명 실시의 촉진과 과잉 출원의

억제라는 균형을 어디에서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제3장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제1절 한국 특허법

28) 鈴木英明, 앞의 논문(주21), 93면
29)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30)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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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처음 특허법에 등장한 것은 1961년 특허

법(법률 제950호, 1961년 12월 31일)으로 일본의 특허법을 기초로 제정

된 것으로 보인다.31) 이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본 특허법과 거의 차

이가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국내에 판례가 많지 않아 법조문

적용에 관한 확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문 구조가 동일한 일

본의 판례를 참조하여, 논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일본 판례를 비판

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 제103조32)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

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사용권에 관한 조항은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지만, 구 특허법 이래로 존속됐으며, 중요한 변화로는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에서 ‘발명을 알게 된 경로’로 개정한 것과,

‘그 특허 출원된 특허권에’를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로 명확

히 한 것이다.33)

현행 특허법 제103조의 조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그 시점(특허출원 시에 실시), (2) 선의(특허 출원된 발명을 모르고, 실시

자가 발명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경우), (3) 실시

여부(국내에서34)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4)

발명의 범위(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이

다.

일반적으로 선사용권은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선발명자가 보

31) 특허청, 「해외 주요국의 IP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2011, 232면
32)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
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가진다.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33)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면
34) 특허청, 앞의 책(주31), 245면. 발명의 장소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
한 발명의 완성이 국내이건 해외이건 관계없고, 실제로 그 발명의 실시 및 준비가 국
내에서 이루어지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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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앞에서 설명

한 공평 및 경제성이라는 관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특허청의 특허법 해설서의 “특허출원시 선의의 사업자가 그 후 등록된

특허권 때문에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면 선출

원주의에 따른 선의의 사업자에게 가혹하고(공평성) 산업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경제성) 인정된 것이다.”라는 제정 취지35)가 그러하다.

또한, 선사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사용 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

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 권리자와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선사용 발

명 실시를 보장함으로써 특허법 목적 조항의 일부를 달성하려는 것이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입법 취지일 것이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항변권에 불과할지라도, 성립된다면 정당

한 선발명의 실시가 허용되기 때문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생산

품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생산된 발명이므로 제삼자가 발명을 선사

용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 등을 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항 시점

우선, 이러한 항변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허출원 시’가 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선출원 및 파리조약의 우선권 주장 출

원의 기초 출원일이 더해질 것이다.36)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시점에 잠시 실시되었거나, 실시되었다고 하더라

35) 김민희, 「특허법 해설 Easy & Concise」, 특허청, 2019, 191면
36) 특허청, 앞의 책(주31).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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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후에 실시가 폐지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37) 즉,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제2항 선의

구 특허법에서는 ‘선의’ 여부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요건 중 하

나였다. 즉, 특허출원 시에 실시자인 선사용 발명자가 ‘알고’ 있었는가를

중요시하였다. 이후, 2001년 특허법(법률 제6411호, 2001. 2. 3)에서 “특허

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라고 개정되어 구체화 되었다. 즉, 선사

용 발명은 특허 발명과는 다른 경로로 기술적 사상에 이른 발명이다.

현행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 6. 11)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

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

로부터 알게 되어”라고 표현을 순화하였다. 결국, 이는 단순히 특허발명

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선의에서 그 경로를 문제의 범주로 하고 있

다.38) 이는 일본 특허법도 같은데, 구 일본 특허법상의 선의가 한국 특허

법과 같은 형태로 변경되어 이중발명을 인정하고 있다.39) 이러한 발명은

특허권자와 독립적으로 발명한 것이므로, 이러한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자는 선사용권자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40)

37) 임병웅, 앞의 책(주1), 956면
38) 특허청, 앞의 책(주31), 234면
39) 前田健, "先使用件の成立要件―制度趣旨からの考察―", 「特許研究」, No. 68, 2019, 33
면

40) 신기현, 앞의 논문(주16), 63면. 중용권 등과 같은 다른 통상실시권과 상이하게 특허
권자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보상설
의 관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11 -

제3항 실시 여부

1987년 특허법(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제 103조에서는 “그 발명

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실시가 인정되는 매우 좁은 형태의 조문이었다. 이후,

1990년 특허법(법률 제4207호, 1990. 1. 13.)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라고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확립되었다.

실시 여부에서는 실시가 된 장소와 실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법조문에서 그 실시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발명의 실시

만을 국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명의 착상에서 발명

의 완성이 이루어진 곳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실시 또는 그 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으로는 명확하

지 않아, 이론 및 판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증

거자료를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41) 이러한 증거자료는 ‘발명자가 즉시

실시할 의도를 가지고, 그 발명 자체 및 그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도록 표명’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의 작성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플랜트 건설을 위한 제조기술 도입 교섭

의 결정 등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

다.42)

특허청발간 자료에 의하면, 실시의 준비로 인정될 수 있는 예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발주해 이미 설비를 갖추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광고 활동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단순히, “실시에 필요한 기

41)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511결정;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6헌마
59 결정

42) 竹田和彦, 앞의 책(주4),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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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입을 위해서 은행에 자금 대출의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의 준비라

고 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43)

제4항 발명의 범위

이렇게 인정되는 선사용권의 실질적 범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103조 후단에서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라고 그

물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러한 실시의

형식에는 변경 또는 추가와 같은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이것이 그러한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범위

에 대한 학설로는 “실시 또는 실시 준비를 하는 실시형식에 한정된다”라

는 실시형식설44)과 선사용권 제도의 공평을 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러한 범위는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던 실시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그 실

시형식에 구현된 기술 사상 혹은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발명범위설 또는

발명 사상설45), 치환 가능성설46) 등이 있다. 실시권의 범위가 특허발명

과 항상 권리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의 일부에만 해당하

는 경우47)도 있으므로, 실시형식설보다는 발명범위설이 현실을 더 잘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특허청, 앞의 책(주31), 237면
44) 정상조·박성수, 앞의 책(주20), 1260면; 윤선희, 앞의 논문(주8), 32-33면. 선발명자가
출원시에 실시하고 있던 부분에 한정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사용자에게 지
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시형식설을 비판하고 있다.;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
면. 형식의 제한에 대해서 윤선희와 동일한 비판을 가하며 발명범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5) 윤선희, 앞의 논문(주8), 32-33면. 대상은 ‘발명의 범위’임을 강조하면서, 균등의 범위
인 경우에는 발명의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24
면.; 田村善之, "特許法の先使用権に関する一考察(3)－制度趣旨に鑑みた要件論の展開",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Vol. 55, 2020, 90-91면; ‘워킹빔 사건’, 最高裁 昭和61年10
月3日判決, 昭和61(オ)第454号 참조

46)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45), 92면.
47) 윤선희, 앞의 논문(주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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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선사용 발명과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때

에는 그 범위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선사용 발명이

특허발명 일부에만 해당할 때에는 일부만 선사용의 범위가 될 것이고,

모든 부분이 동일한 때에는 당연히 모든 범위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

권이 인정될 것이다.48) 다만,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인 발명에 해당할 것

이고, 최근의 일본 판례들을 참고할 때에 수치한정발명은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파라미터발명 및 불순물 특허49)

도 발명의 범위 논의에 있어 의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5항 선사용권의 이전

특허법 제102조 제5항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

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

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승계가 아닌 경우에는, 실시사업과 함께라면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후,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록을 요한다는

의견과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법정실시

권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으로써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

다.50)

특허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선사용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등록청구를 하거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확정판결을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특허등록령

48) 특허청, 앞의 책(주31), 239면
49)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특이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

50) 정상조·박성수, 앞의 책(주20), 1261면; 윤선희, 앞의 논문(주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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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으로 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사용권 이전 이후의 등록방법을 설명하고 있다.51)

제2절 일본 특허법

일본에서는 선사용권의 취지를 경제설과 공평설에서 찾았다. 초기에는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개발 및 시설 투자를 파악하여, 선의의 사업자의

시설 설비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선사용권의 취지라고 보았으나,

워킹빔 사건 이후에는 선사용 발명자와 특허발명자 양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공평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면,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은 발

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는 경우에 독립적으로 실

시한 발명 등도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사용이 성립하는 경

우에는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52)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공평설은 선사용 제도가 선발명주의의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1909년 일본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법제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53)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특허법 제

79조54)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명시하고 있다.55) 일본은 1909

51) 특허청, 앞의 책(주31), 241면
52) 田村善之, 「知的財産法」, 第3版, 有斐閣, 2003, 249면
53) 鈴木英明, 앞의 논문(주12), 93면
54) 特許法 第七十九条　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内容を知らないで自らその発明をし,又は特許出願
に係る発明の内容を知らないでその発明をした者から知得して,特許出願の際現に日本国内におい
てその発明の実施である事業をしている者又はその事業の準備をしている者は,その実施又は準備を
している発明及び事業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特許出願に係る特許権について通常実施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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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특허법에서 선사용권 규정을 소극적 형태로 신설하고, 1921년 적극적

형태로 개정하였는데, 1959년에 이르러, “선의”를 “특허출원 시에 그 발

명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하여 또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

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로 고치고, “사업

설비를 가지는 자”를 “사업 준비를 하는 자”로 새로이 하면서 현재와 같

은 선사용권 규정이 확립되었다.56)

현행 한국 특허법과 비교하자면, ‘특허출원 시’의 위치가 상이하고, “발

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는 자”에 ‘스스로’라는 어구가 들

어감에 차이가 있어, 선의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국 특허법의 선사용권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사용권이 성립한다면, 정

당한 권원에 의해 생산된 발명이므로 제삼자가 발명을 선사용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 등을 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 내에서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 판례는 현재까지 100여건 이

상인데57), 동일한 법제를 지닌 국내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선사용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일본특허청은 2006년에 선사용권에 관

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

고 있는데, 뒤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を有する。令和元年五月十七日公布(令和元年法律第三号)改正 (특허법 제79조 특허출원
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발명을 하거나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특허출원 시 현재 일본
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5) 단, 일본의 最高裁 昭和44年10月17日判決, 昭和41(オ)第1360号에 의하면, 국내 발명자
가 발명을 완성 후에, 구체적으로 동일한 발명의 상품을 해외에 발주하여 그 전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실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56) 盛岡一夫, "先使用権の要件と範囲", 「東洋法学」 Vol. 30, No. 1·2, 1987, 202면
57) 日本特許庁, 앞의 책(주3), 127-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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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시점

한국 특허법과 동일하게, 일본 특허법도 ‘특허출원 시’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특허의 최초 출원일 및 우선권 주장일이 될 것이다. 특허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출원일 및 우선권 주장일이 기준일이 된 경우에 더하여,

일부 분할출원일 및 보정출원일이 기준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58)

제2항 선의

일본 구법의 실시 요건인 ‘선의’가 한국법과 같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발명을 하거나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로 개정되

었다. 한국법과 같게, ‘지득경로’를 문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과 선

사용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어야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59)

제3항 실시 여부

일본 구법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던 대상을 “현재 일

본 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

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였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를 두고 선사용권의 요

58) 특허청, 앞의 책(주31), 292면

59) 中山信弘·小泉 直樹, 「新・注解 特許法〈中巻〉」第2版, 青林書院, 2017, 1476-147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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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완화한 것이라는 의견과 사업을 물적, 인적 자원이라고 해석하면

차이가 없다고 하여 현행법과 다른 점이 없다는 의견으로 나뉜다.60)

실질적으로 실시를 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실시의 준비를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그 발명의 실시

인 사업’ 및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등의 구절을 통하여, 적

어도 발명으로 완성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단순한 연구실 내 실험

등으로는 실시의 준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61)

그러나, 실시의 준비라고 하여도 모든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정의가 내

려지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워킹빔 사건을 예로 들면, 실제로 생산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량생산하는 상품 등

인 것을 감안하여 견적명세서 제출단계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았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기술 분야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실시의 준비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지된 상태로 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

적인 상태는 발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것이다.

선사용권 성립을 위한 실시 장소 및 발명의 탄생지에 대해서 생각해보

자면, 한국 특허법과 동일하게 실시의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발명이 발생한 곳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국외에서 발명

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은 성립할 것

이다.

하지만, 특이한 판례들이 관찰되는데 해외 업자에게 선사용 발명의 납

품을 의뢰하고 그 발명의 전량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 실시로 보는 판

례이다.62) 즉, 국내 사업자가 발명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정

하여 해외 업자에게 제조시키고 전량을 수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선사

60) 中山信弘, 앞의 책 (주59), 1487면
61) 中山信弘, 앞의 책 (주59), 1487면
62) 最高裁 昭和44年10月17日判決, 昭和41(オ)第13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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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4항 발명의 범위

한국 특허법 부분에서 이미 알아본 것처럼,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

권이 특허발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선사용 발명의

범위는 일본 특허법 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실시 또는 준비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 즉, 특허발명과 선

사용 발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선사

용 발명이 특허발명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한다면, 선사용 발명 외부에

위치하는 발명은 실시하지 않은 발명이기 때문에 선사용권이 한정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실시형식설 및 발명범위설 등이 검토하고 있듯

이 발명의 실시 자체가 언제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실시 확장이 용인되어야 할 것이며, 워킹빔 사건 이후

로 일본에서는 발명범위설이 채택되었다.63)

제5항 선사용권의 이전

일본 특허법도 한국 특허법과 같이 선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별

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권자의 승낙 혹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다.64) 또한, “특허권의 성립 전에도 선사용권자의 지위는 이미 존재하며,

63) 김민희, 앞의 논문(주5), 48면 ; 中山信弘, 앞의 책 (주59), 1496면
64) 日本特許法 第九十四条　通常実施権は,第八十三条第二項,第九十二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
項若しくは前条第二項,実用新案法第二十二条第三項又は意匠法第三十三条第三項の裁定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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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함께 이를 양도”할 수 있다.65)

특허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일본법원은 “선사용권과 관련된 사업을 이

전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선사용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기업이 파

산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도 승계 회사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을 이전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며, “선사용권 권리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이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여 다양한 양도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66)

제3절 미국 특허법

최근까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필리핀 이외에는

없었는데67), 미국은 2006년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회의에서 선출원주의에 합의한 이후 2011년 개정 특허법

인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원주

의를 인정하였다.68)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함에 따라서, 선

출원자와 발명자(선사용자)의 권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69), 미국에

よる通常実施権を除き,実施の事業とともにする場合,特許権者(専用実施権についての通常実施権
にあつては,特許権者及び専用実施権者)の承諾を得た場合及び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の場合に
限り,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제94조 통상실시권은 제83조 제 2항, 제92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전조 제2항, 「실용신안법」제22조 제3항 또는 「의장법」제33조 제3항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 실시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대
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상속 및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65) 中山信弘, 앞의 책(주59), 1505면
66) 특허청, 앞의 책(주31), 303면
67) Gary, 앞의 논문(주14), 569면; Gregory J. Wrenn, What Should be Our Priority –
Protection for the Fist to File or the Fist to Invent?, 72 J.PAT.&TRADEMARK
OFF. SOC’Y 872, 1990, 878-80면;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필리핀)에
관한 연구」, 2006, 23면. 필리핀도 이미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68) 특허청,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2012,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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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선출원주의 채택 국가의 대부분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

었다.70)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839년 미국특허법 제7조(Section 7 of the

Patent Act of 1839)의 전단에서 이미 특허침해에 있어서 선사용자는 책

임이 없음을 규정하였다.71) 이러한 선사용권 규정은 1952년까지 존재하

였으나, “불필요하고, 쓸모가 없다” 하여 폐지되었다72).

State Street Bank 사건으로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 적격성이 인정된

후, 영업 방법에만 제한된 선사용 항변이 1999년 개정법인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AIPA)에 도입되었다.73) 2005년에는 선사용권

항변의 범위를 영업에서 모든 형태의 발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의 반대로 인하여 도

입되지 못했는데74), 대학에 대해서는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2011년 AIA로 법제화되었다. AIA에서 개정된 선

사용 항변 규정은 선출원주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75)

단, 선사용권 논의에 있어, 구 특허법 제102조 (g)를 참조하여, “선발명

69) Gary, 앞의 논문(주14), 572면
70) Gary, 앞의 논문(주14), 573면;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소, 2013,
1083-1086면 및 특허청,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2019, 29면. 선출원주의 국가 중 선사용권 규정이 없는 국가로는 북한이 있다.

71) Gary, 앞의 논문(주14), 588면; 鈴木英明, 앞의 논문(주12), 93면. 1839년의 McClurg
v. Kingsland 사건에서 처음으로 선사용권 조항이 적용되어 “(1) 발명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은 하는 때에만 공연실시에 의한 특허 무효를 면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선사용자가 특허출원 후에도 그 발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2) 선사용권은 그
발명의 개량에까지 미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72) USPTO, Report to Congress (Report on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2012,
43-44면

73) 특허청, 앞의 책(주68), 204면
74) 특허청, 앞의 책(주68), 208면. “① 대학은 자신의 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
며, 그래서 선사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사용권의 창설은 불공평한 것
이다. ② 선사용권은 특허의 배타성을 손상시켜 라이센싱 합의에 따른 기술이전 능력
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대학 연구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논문으로
종종 발표하기 때문에 타인이 그 논문 발표로부터 파생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선사
용권을 주장할 위험성이 있다.”

75) 특허청, 앞의 책(주68), 218-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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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에서도 선사용권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선출원주의 특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76)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 특허법 제102조

(g)(2)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특허발명만이 남아 선사용 발명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특허발명(후 발명)이 무효가 되는 극단에 있기 때문이며, 비

즈니스 발명에 대한 선사용의 항변이 인정되고 나서 비로소 제102조

(g)(2)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77)

AIA 제273조에는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상업적 실시에 기초한 항변

으로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 및 일본 특허법에서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항변권임을 명확

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IA 제273조는 이러한 항변은 제소를 당하

였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78) 이 조건은 (1) 상업적 실시 또는 판매 혹은 상업적 양도에 있어

선의로 미국 내에서 상업을 실시하고, (2) 앞의 상업적 실시가 (A) 청구

발명의 유효출원일과 (B) 공지 예외 주장 가능한 처음 공중에게 개시된

날 둘 중 더 일찍 도래한 날의 최소 1년 전에 발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는 한국 및 일본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기에 흥

미롭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발명을 특허 출원하면서, 그 구체화 및

그 발명의 출원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더욱 현

76) 竹田和彦, 앞의 책(주4), 445면
77) 鈴木英明, 앞의 논문(주12), 91-92면
78) § 273. Defense to infringement based on prior commercial use (a) In general.--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defense under section 282(b) with respect to subject
matter consisting of a process, or consisting of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used in a manufacturing or other commercial process, that
would otherwise infringe a claimed invention being asserted against the person
if-- (1) such person, acting in good faith, commercially used the subject matter in
the United States, either in connection with an internal commercial use or an
actual arm's length sale or other arm's length commercial transfer of a useful end
result of such commercial use; and (2) such commercial use occurred at least 1
year before the earlier of either-- (A)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the date on which the claimed invention was disclosed to the
public in a manner that qualified for the exception from prior art under section
1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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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반영한 것을 생각된다.

미국 특허법은 한국 및 일본 특허법에 비하여, 법조문이 매우 구체적으

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한

국 및 일본 특허법에서 학설로 설명하고 있는 권리 소진에 대해서 법조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273조 (d)는 “(e)항 (1)호(선사용권의

제한 및 예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인정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해당 발명을 실시하여 만든 유용한 최종 결과물의 판매 또

는 기타 처분은 만일 특허권자가 그러한 판매나 처분을 했더라면 특허권

이 소진되었을 판매나 처분이었다면,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자의

판매나 처분행위도 특허권자의 권리를 소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효과는 한국 및 일본의 논리와 동일할 것이다.

제1항 시점

AIA 제273조 (b)(1)은 선사용권 항변의 구성요건을 “그자가 내부적인

상업적 실시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업적 실시의 유용한 최종 결과물의

실제 근거리 판매나 다른 근거리 상업적 양도와 관련하여 해당 대상을

선의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실시한 경우”79)라고 규정하고, 동조

(b)(2)에서 “그 상업적 실시가 다음의 둘 중 더 일찍 도래한 날의 최소

1년 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A)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B) 청구발명

이 제102조 (b)에 따른 선행기술 예외의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re-AIA에서는 유효출원일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AIA에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일한 시

점인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9) 특허청, 앞의 책(주68), 247-252면. 이하 미국 법령은 특허청 발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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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선의

구성요건에 등장하는 ‘선의’에 대한 정의는 구법과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조 (e)(1)(c)(2)에 “항변의 기초가 되는 발명이 특허

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인접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롯된 경우, 이 조항

에 의한 항변은 주장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독립적으로 발명한 이중

발명일 때 선사용 요건인 ‘선의’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80)

제3항 실시 여부

제273조 (a)(1)의 구성요건에 따르면, 대상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필

요가 있는데, ‘상업적 실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구법 제273조 (a)(1)에서는 ‘상업적’ 사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

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특허 대상물의 사용을 의미한다. 쟁점 사안이

되는 대상물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대상물

이 공중에게 알려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사용이 유용한 결과물의 내

부적 상업적 사용 혹은 실질적인 정상 판매 (제삼자에 대한 판매) 혹은

다른 정상적 상업 거래 (제삼자에 대한 상업적 거래)와 연관이 있으면

된다. 단, 상업적 판매 혹은 사용이 제156조 (g)에서 특정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대상물의 안전 또는 효능이 성립되는 시장 출하 전의 규정 조

사 기간에 속하는 대상물이 그러한 규정 조사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사

용되거나 상업적 사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

었기 때문에, 적어도 상업적 거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하고 있

80) 특허청, 앞의 책(주31),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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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구법 동조 (a)(1) 및 AIA 동조 (c)(A)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판매

되거나 실시될 발명이 그 기간 중 그 대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

는 시판전 규제 심사의 대상이라면, 제156조 (g)항에 열거된 모든 기간

을 포함하여, 그러한 심사 기간 중 이 조항의 (a)항 (1)호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정성 시험 등

의 준비기간도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및 일본 특허법의 발명의 실시 및 준비 단계와 상이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된다.

한국 및 일본의 판례 또는 학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실시의 포기에 관

해서도 규정하여, 선사용권의 포기를 하는 때에는 선사용권의 항변이 불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전에 일시적으로 포기하였다가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1)

제4항 발명의 범위

미국 특허법은 선사용권에 대한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선사용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273조 (e)(3)에 따르면,

“조항에 의해 주장되는 항변은 쟁점이 되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가 아니며, 단지 이 조항에 따른 상업적 실시를 충족했다

고 확인된 특정 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그 항변은 청구발명의

실시의 양 또는 규모의 변화 및 특허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청구된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 청구발명에서의 개량에도 확대된다.”라고 규정하

면서, 일부의 변경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81) 특허청, 앞의 책(주31),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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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선사용권의 이전

한국 및 일본 특허법에서 선사용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통상실

시권 이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이전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미국 특허법은 선사용권의 이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AIA

제273조 (e)(1)(b)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항변을 주장하는 권리는 타인에게 라이선스 되거나 양도

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항변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전체나 사업 분과와

관련해 다른 이유에 의해 선의의 부수적 양도 또는 이전은 예외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이는데, 선사용권의 주장이 선발명자에게 있지만, 특

수한 경우에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한국 및 일본의 해석과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 단, 동조 (e)(1)(C)는 “(B)목에 기술된 양도 또는 이전의

일부로 항변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그러한

기업 또는 사업분과의 양도 또는 이전 일자 중 더 늦게 도래한 날 이전

에 청구발명을 침해하였을 발명이 실시되는 장소에서의 실시에만 그러한

방어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제4절 소결

한국 및 일본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조문은 (1) 선사용 발명이

실시되어야 하는 시점, (2) 이중발명일 것, (3) 국내에서 실시할 것, (4)

실시 준비 및 그 사업목적 범위의 발명이라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

져 있다. 비록, 일본 특허법상의 정의가 ‘국내’를 ‘일본 국내’라고 하여 실

시되어야 하는 관할권을 명시하고,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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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자’에 ‘스스로’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조건을 명확히 함에는 차이

가 있으나, 법조문의 구조적 동일성은 물론이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법

조문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상술한 (1) 시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부족하고, (3) 실시 여부가

그때임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하기에 문헌 대부분에서는 상세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선의’가 한국 및 일본에서 선사용 발명이 특허발명

과 다른 것을 명백히 밝히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발명의 준비 혹은 실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선사용권 주장을 위해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요한 것은 국내 판례로도 확인되었는데, 진술만으로는 부

족함을 이유로 선사용권을 부정하였다.82) 다만, 국내에서 선사용권이 주

장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본 판례 및 문헌을 근거로 확정방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워킹빔 사건 이후

발명의 기술적 사상 혹은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

이면 실시의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모든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선사용 발명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고, 확대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논의되고 있는 이론의 상당수가 中山信弘 등을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의

문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논의되는 독창적인

이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축적된 국내판례가 매우 적은 시점에서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953년부터 과거 1998년까지

약 50여 년간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

이 있고, 본격적으로 모든 발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 2011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는 선사용권을 도입 여부 및 도입 후의 대응이 주

82)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511결정, 헙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6헌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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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특허법 규정은 한국 및 일본에서 학설 또는 판례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법조항으로 포섭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 소진

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는데, 한국 및 일본 특허법에서는 굳이 권리 소

진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생명공학 특허를 발명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서 미국의 판례를 흡수하여 지금의 한

국 및 일본 판례 그리고 특허심사기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이 이러한 변화가 다시금 선사용권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할지도 모

른다.

제4장 선사용권관련 판결례

제1절 한국 판례

선사용에 대한 판례의 대부분은 상표에 관한 것이고, 특허법 및 실용신

안법에의 선사용권에 관한 판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487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철문 받침용 밀봉 고무 제품인 가스켓에 관한 의

장등록을 피고인이 침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피고

는 기계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고무제 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 본건 의장등록출원 이전에 H정공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컨

테이너의 철문에 부착하는 가스켓 제조에 대한 납품 의뢰를 받고 그 회

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에 따라서 가스켓을 제조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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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본건 의장등록출원 이전에 타회사로부터 납품의뢰를

받고 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본건 제품을 제조납

품하였고 한편 위 회사가 교부한 제작도면은 그 소속직원이 유사한 외국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면 피고는 본건 의장등록출원 당시에 선의

로 국내에서 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한 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였다.

나) 대구고법 1992.6.26.자 92라7 결정

이본 사건은 보강용 편포를 피복한 호스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 甲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하여 乙이 해당 특허가 무효임과 동시

에 무효가 아닌 경우라도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한 사건이

다.

우선, 甲의 등록특허는 공지기술이라는 무효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甲의 특허출원 이전에 乙의 신용신안출원이 있었지만, 신용신안출원공개

이전에 甲의 출원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어 선사

용의 항변에 대하여, 乙은 甲의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해 알게

되어 해당 제조법을 특허출원일 이후부터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선사

용권을 부정하였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써 사업의 준비 및

실시의 시기가 특허출원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판례이다.

다) 부산고등법원 1993.12.27. 자93라38 결정

자본을 甲이 제공하고, 해당 업계에서 알려진 乙을 동업자로 하여 사

업을 하면서, 乙이 은수저 제작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동업 관계 종료 후,

甲이 특허출원 후 乙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재판부

는 乙의 선사용 항변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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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본을 대고, 乙이 발명하였으며, 乙이 甲에 대하여 특허출원 의

사를 밝히고, 그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을 의뢰하면서 설명

서 및 제작도면을 건네주었으나, 甲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후,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乙은 계약 종료 직후부터 사업 준비를 실

시하여, 1991년 동방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은수저 제작 판매를 위한 사

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실시 하였다. 甲은 乙에게 통지함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였다. 재

판부는 특허권리자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며, 실

시 제품이 甲의 등록 특허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개업한 것이 출원

후라고 하여도, 甲의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실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乙은 은수저 제작 방법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甲의 등록발명 자체가 乙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사유 혹은 현재는

2016년에 신설된 이전청구83)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선사용을 성

립시키기 위한 발명의 경로 및 특허출원일 이전 사업의 준비를 요건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른바 은수저 사건으로 불리우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판

례이다. 즉, 출원 전부터 선사용 발명을 실시 및 준비하고 있었다는 ‘객

관적 사실 인정’에 관한 판례이다.84)

라)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511결정

이 사건에서 실용신안 권리자는 일체형 작업화를 실용신안등록하고 일

부 양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83)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
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84) 지적재산연구센터, 「特許技術의 事業化 方案」, 한국발명진흥회, 1997,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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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여 침해하였다고 하여,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하였

기에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을 공지, 공용 기술로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는

데, 헌법재판소는 제시된 공지 고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커다란 차이

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실용신안출원시에 그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안을 하였음

을 요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임○진의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시에 그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안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반면, 청구인 임○진이 피고소인 회사를 퇴사

한 이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작업화의 개발을 마친 다음 그 시제

품을 완성하여 1998. 7.경 피고소인 회사에 찾아와 시제품을 보여준 사

실, 피고소인 회사는 그 이후인 1998. 11.경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시제품을 생산하고 1999. 3.경부터 시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소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선사용권을 부정하였다.

마)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6헌마59 결정

이 사건은 VoIP 기반 콜렉트 콜 서비스 방법 특허의 침해에 대한 것

으로, 특허권 침해 고소 사실에 대하여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

였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신규성 판단을 “복수의 인용발명의 구성을 조합하

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였기에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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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소인 주식회

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가 아니라 VoIP 발신자

부담 서비스를 준비 또는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거나 일자 등에 대하여 조작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기안문서로서 피고소

인 주식회사 ○○통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만 나와 있

는 자료들이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이

VoIP 기반의 콜렉트 콜 서비스를 청구인의 특허 출원일 이전부터 실시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피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

고소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선 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판

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다른 작성자들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증거”라는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증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인데, 사업(서비스)의 준비 또는 실

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선사용권의 입증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

들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

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

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

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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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

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

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선사용권의 목

적이 공평설에 있음을 밝히면서, “‘안수황금송’ 품종에 관한 육성자인 피

고의 품종보호 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품종의 증식·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였고 피고

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이상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

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품종보호 출원

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

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출

원자로부터 육성자를 알게 된 자가 아닌,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

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임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특허발명에 관한 선사용판례가 많지 않으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선사

용 규정이 특허법과 해석상의 차이가 없으며, 성립요건 중 하나인 경로

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특허법 상의 유사 사건에 활용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85)

사) 한국 판례 소결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한 국내판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화

물차용 가스켓 사건(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487)에서는

85)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 2」, 박영사, 2016,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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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득 경로와 관계없이 ‘선의’인 경우에 선사용이 인정되었고, 보강용 편

포 호스 사건(대구고법 1992.6.26.자 92라7 결정)에서 법원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써 사업의 준비 및 실시의 시기

가 특허출원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은수저 사건(부산고등법원 1993.12.27. 자93라38 결정)에서는 출원 전부

터 선사용 발명을 실시 및 준비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적용한 판례가 극히 소수

이기 때문에, 선사용권이 미치는 발명의 범위나 이전 등에 관해서 다루

어진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업화 생산용 금형사건(헌법재

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511결정)에서 선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

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선사용을 부정하거나, 콜렉트 콜 서비

스 사건(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6헌마59 결정)에서는 “다른 작성

자들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성립을 부정하

기도 하였다. 즉,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명시적이어야 할 것을 나

타냄으로 그러한 증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판

결이라고 할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육성자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

결)은 비록 특허법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구조의 선사용 조항이 있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해석하면서 경로 요건을 확인하였다. 즉, 이중발명

인 경우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같은 구조를

지니는 특허법상의 선사용의 경로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과 유사한 입법 연혁 및 특허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례를 제

외하고는 선사용을 검토한 경우가 많지 않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조항이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만, 적용되는 예가 많지 않은 점에 더하

여, 기존에 국내에 첨단산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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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노하우설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선사용

권의 요구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존재하기 힘들었던 것

이 그 배경으로 생각된다.

제2절 일본 판례

가) 워킹빔 사건86)

이 사건은 워킹빔식 가열로에 관한 선사용권 인정 판례로 지방재판소에

서 최고재판소까지 3심에서 모두 선사용권 인정을 받았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견적서의 제출이 사업 준비에 해당할 것인가와 사업실

시 시의 제품과 다른 타입의 제품이 선사용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인

가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같은 법(특허법) 제79조에서 말

하는 발명의 실시인 '사업의 준비'란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한 자 또는 이 자로부터 지득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아직 사업의 실시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즉시

실시의 의도가 있고, 그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양태,

정도에서 표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

면서 견적서에 워킹빔 가열로의 구체적 방식과 구조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적 사상에 있어, 과거 실시 제품과 변경

제품이 같기에 동일한 발명의 범주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사용 발명자와 특허발명자의 공평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는 중

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지만, 田村善之는 단순히 “공평을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함에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하

면서 “최종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사업 준비를

86) 最高裁 昭和61年10月3日判決, 昭和61(オ)第4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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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는 점에서 판례법리로써 선례적인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평가

하고 있다.87)

나) 경구투여용 흡착제 사건88)

이 사건은 경구투여용 흡착제 및 간 질환 치료제 등에 관한 특허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한 건이다. 이 판결의 특이점은 사업의

실시를 부정하지 않고, 선사용권을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업에

실시 요건을 “이들 정제에 대해 규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시험 및 안정

성 시험에 착수하고, 세립 정제에 대한 규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시험

에 대해서는 이를 완료한 것과 KK-1에 대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위한 동물을 입수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인정하면서도, 증거품 사

이의 부활(賦活) 시간이 상이하고, “부활을 위한 온도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에, 제조 비용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부활 시간의 차이로

부터 활성탄의 흡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인정되는 BET

비표면적 및 충전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

고 하면서, 샘플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들

샘플이 제조된 단계에서는 피고 제품의 내용이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

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의 제품이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도 확

정되 않았다는 판시에 대하여, 실시 발명이 최종 제품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지의 모든 선사용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

된다고 하면, 선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89) 이어서, 이

판결에 대해서 “3개 샘플 중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는 때에는, 우선일까지 이루어진 투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의

87)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22), 148-149면
88) 東京地裁 平成21年8月27日判決, 平成19年(ワ)3494号
89)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22),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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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사업 준비를 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인데, 그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선사용권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에 선사용 발명의 일의적 확정을 확인하는 것보다 명확

한 방법을 요구하는 설명하기도 한다.90) 또한, 일의적 확정이 발명의 완

성이 아닌 실시 준비를 위한 내용의 확정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91)

다) BPEF 제조방법 사건92)

이 사건은 BPEF(2,2'-[9-플루오렌일리덴비스(p-페닐렌옥시)]다이에탄

올)의 생산방법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 물품의 폐기를

주장한 건이다. 항소인은 특허발명이 우선권 주장일 전에 공연히 사용되

지 아니하였고, 기술적 범위가 동일함을 이유로 피항소인의 제품이 특허

발명의 방법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침해를

하였고,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건 특허의 우선권 주장일의 약 8년 전인 1999

년 3월경부터, 본건 특허발명 2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BPEF를 제조하

고” 있었고, “피항소인은 오사카 가스로부터 피항소인 제품과 관련된 발

명의 내용을 지득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

로부터 지득해 우선권 주장에 관계된 선출원 시에 현재 일본 국내에서

본건 특허발명 2의 실시인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건 특허

발명 2와 관련된 본건 특허권에 대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

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특기할 점은 대상 특허의 청구항 중 일부가 수치한정을 하

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선사용 판단에 앞서 피항소인 제품에 대한

90)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22), 158면
91) 신상훈,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고찰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제15권 제2호, 2020, 63-64면

92) 知財高裁 平成24年7月18日判決, 平成24年(ネ)第1001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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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완성 여부를 “BPEF의 시차주사 열분석에 의한 융해 흡열 최대

(온도)는 160℃에서 166℃의 범위로, 모두 본건 특허발명 2의 기술적 범

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등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 및 선사용 발명의 기술이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며, 그 범위에 차이가 있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

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플랜트 화합물제조방법 사건93)

이 사건은 다이페닐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한 사건이다. 재판부

는 “특허법 제79조에 말하는 발명의 실시인 ‘사업의 준비’란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한 자 또는

이 자로부터 지득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아직 사업의 실시단계에 이

르지는 않지만, 즉시 실시의 의도가 있고, 동시에 그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양태, 정도에서 표명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상술한 워킹빔 사건을 원용하면서, “플랜트는

그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건설되어 기본설계가 되면 플랜

트의 건설비를 산출하거나 토목공사 및 기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는바,” 다소의 변경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많은 돈

을 지출하였으며, 증인 신문에서 “기본설계가 된 플랜트는 건설되지 않

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 우선일 이전에 “즉시 실시의 의

도가 있다.”라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양태, 정도로 표명되었

다.”라고 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더블백 타입 수액백 사건94)

93) 東京地裁 平成12年4月27日, 判決(平成10(ワ)10545)
94) 大阪高裁 平成17年7月28日判決, 平成16(ネ)第259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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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 분리형 더블백 타입의 수액백에 관한 의장권을 가진 권리자

가 원고에게 침해 경고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부존재 확인 및 무효를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침해로 판단함과 동시에

선사용권을 부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소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

서 의장법 29조에 따른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건 등록의장과 관련

된 의장등록출원 시에 본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이 완성되었거나 적

어도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는가, 또는 본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 즉 본건 등록의장의 상기 요부를 갖추는 의장이 완성되었

거나 적어도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

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금형 대금도 원고가 유한회사 나카가와 제

작소에 지불하고, 원고의 종합연구소 내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였다.

바) 생리 활성 단백질 사건95)

이 사건은 “생리 활성 단백질의 제조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가 생리 활성 단백질인 유전자 변형 인간 에리트로포이에틴(EPO)

및 유전자 변형 인간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G-CSF)의 제조에 이용한

방법이 전기특허권에 관련된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사용권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특히, 본건과 같이

사업화를 위해 새로운 제조설비가 필요하며, 고액의 비용과 시간을 필요

로 할 때는 제조승인의 취득을 기다려 제조설비의 검토에 착수하는 것처

럼 느긋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 또 의약품의 제조승인은 해당 제

품의 제조설비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도 심사의 대상이며, 또한 제조승인

을 받고, 약품 가격이 등재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임상 시험 기간에 사업 준비를 위해 거

95) 東京地裁 平成18年3月22日判決, 平成16(ワ)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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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투자를 하게 되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투자를 하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실험실 수준의 성과를 출원한 특허권자가 항

상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원고의 주장은 의약품 사업에서의 '사업 준비'

에 의한 선사용권의 성립을 확실히 부정하는 것이며, 법이 선사용권을

인정한 취지에서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주장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면

서,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태양 및 정도가 나

타나 있다“고 하여 본 사건에서 선사용권을 인정하였다.

사) 곰팡이 제거제 향료사건96)

이 사건은 피고의 가정용 곰팡이제거제가 원고인 특허권자의 방향성 액

체 표백제 조성물 발명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을 신청한

건이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곰팡이를 제거 등에 사용되지만, 수용액 상

태에서 특유의 불쾌한 향이 나는데, 원고는 방향족 향료(플로로팔)를 첨

가하여 이 냄새를 제거하는 발명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내

부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위 보고서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향료

를 24종류 열거하는 것인데, 만약 피고가 그중에서 ‘플로로팔’ 이외의 향

료를 가정용 곰팡이 제거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플로로팔’에

관하여 본건 특허발명 2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본건 피고 제품에 첨가하는 향료 성분의 하

나로서 '프롤로팔'을 채용한 것은 이 보고서의 작성 후 약 5년 반이 지

난 후이며, 그때도 오른쪽 보고서를 참고로 하기는 했지만, 소비자 테스

트를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쳐 배합되는 단체향료의 종류가 결정된 점

(을23), 본건 특허권 2의 출원 이전에 피고에서 예를 들면 '프롤로팔' 또

는 그 원재료를 구매해 이것을 '곰팡이 킬러'의 향료로써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던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

고가 '프롤로팔'을 곰팡이제거제의 향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준비’를 하

96) 東京地裁平成11年11月4日判決, 平成09(ワ)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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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선사용권을 부정하였다.

‘사업의 준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써 단순한 연구보고서로는 부족

하고, 원재료 구매 등의 물적 자료가 필요함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다.

　

아) 브래뉴트 과립사건97)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아이소류신, 류신, 바린에 혼합수를 첨가하

여 혼련 가공하는 방법 특허를 피고가 침해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인이 선사용권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제조 조건 확립을 위한 예

비 시험 제작 실시' '제조 공정 검토, 예비 샘플의 작성 및 부대 작업의

실시'에 불과하므로 (갑 11의 3, 12의 2),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원고가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2000년 6월, 8월 시점의 첨가제(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스, 마크

로골 6000,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2910 등)는 같은 해 12월의

지시서에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6, 8월의 시점에서는 어떠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용출시험, 안정성 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후생노동

성의 제조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있다. 상기 각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바

람직한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제조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시험, 자료 수집을 실시한 단계에서 비로소 즉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표명되었다고 해야 할 것인

데, 원고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의약물 정제에 관한 사업이 즉시 실시의 의도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판매의 확정이

아닌, 사업허가 등을 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다.

97) 東京地裁 平成17年2月10日判決、平成15年(ワ)第1932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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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타바스타틴 사건98)

이 사건은 피타바스타틴(C25H24FNO4) 또는 그 염의 락톤체 생성이 제

어된 고형 정제 및 이를 이용한 의약품에 관한 등록 특허를 권리로 제품

생산 중지 및 폐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방어 논리로 침해자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정한 사례이다.

이 발명은 (A) 피타바스타틴 또는 그 염과 (B)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염, 폴리비닐피로리돈 그리고 결정 셀룰로스로부

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을 함유하는 혼합물로써 수분함량이 2.9% 이하이

며, 이것이 기밀(気密) 포장에 수용된 의약품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청

구항 2에서 구체적으로 하한 및 상한을 1.5~2.9중량%로 한정하고 있

다.99)

하급심에서100) 이미 침해자의 선사용권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허

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선사용권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기할만

한 점은 일본 특허법 제 79조 상의 ‘발명’, 즉 동일한 발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특허 침해자의 제품은 상술한 청구항 2에 해당하

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그 제품의 수분함량이 1.5~2.9중량%에 해당

하였으나,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이 출원일까지 생산하고

임상 시험을 한 샘플 약물의 수분함량은 모두 본건 발명 2의 범위 (1.5

~ 2.9중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샘플 약물의 수

분함량이 1.5 ~ 2.9중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샘플 약물에

서는 정제의 수분함량을 1.5 ~ 2.9중량%의 범위 내 또는 이에 포함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기술적 사상은 없고, 또한 정제의 수분함량을

1.5 ~ 2.9중량%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치로 하는 기술적 사상도 존재

98) 知財高裁 平成30年4月4日判決, 平成29年(ネ)第10090号
99) 特許第5190159号
100) 東京地裁 平成29年9月29日判決, 平成27(ワ)第3087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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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선사용권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에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

성에 기술적 사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수치한정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발명

의 수치범위 내에서 특징이 나타나야 하지만, 나중에 와서야 성립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 선사용 발명이 해당 범위 안에서 그러한 특징을 들어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101) 또한, 독자적인 발

명의 실시 형식을 변경하면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기술적 사상이 다르

면 선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판결과 같은 특허발명의

동일성 요구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02)

차) 일본판례 소결

많은 나라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장 활

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선사용권

에 관한 판례집103)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자에 따르

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109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 인상적인 판례는 워킹빔 사건으로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가 완성된 상태에 관한 것으로 그

러한 실시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는 발명 사상설을 채택한 것인데, 선사용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라서 발명의 범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후의 판결

101) 宮前尚祐, "数値限定発明に対する先使用権を否定した事案", 「パテント」Vol. 72 No. 3,
2019, 93면

102) 田村善之, "特許法の先使用権に関する一考察(2)－制度趣旨に鑑みた要件論の展開", 知的
財産法政策学研究」 Vol. 54, 2019, 137-138면

103) 日本特許庁, 「先使用権に関連した裁判例集」,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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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워킹빔 사건의 영향으로 미쳤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루어진 경

구투여용 흡착제 판례104) 및 BPEF(2,2'-[9-플루오렌일리덴비스(p-페닐

렌옥시)]다이에탄올)생산방법에 관한 판례105)가 흥미로운데, 경구투여용

흡착제 사건에 샘플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들 샘플이 제조된 단계에서는 피고 제품의 내용이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발명

이 특정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면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

여 발명의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후자의 사건에서 피

고가 침해한 특허는 수치한정발명이었는데, 선사용 발명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치한정 부분 내에서 발명이 완성되었는가 확인하였다.

상술한 발명의 완성 여부는 결국,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단순한 착상

이 아닌 구체화된 발명에 이르러야 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최근

의 피타바스타틴 사건106)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지 않

음을 들어 선사용권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상술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판례가 존재하는데, 공평설의 견지

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하우를 보호하여 후발주자의 산업

진입을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선사용을

지나치게 인정하였을 때에, 특허출원 자체를 경시하여 기술 산업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상술한 피타바스타틴 판례 등에 대해서

는 비판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107), 선사용에 의한 통

상실시권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특허출원으로 유도하여, 특허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108)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생각된다.

104) 東京地裁 平成21年8月27日判決, 平成19年(ワ)第3494号
105) 知財高裁 平成24年7月18日判決, 平成24年(ネ)第10016号
106) 知財高裁 平成30年4月4日判決, 平成29年(ネ)第10090号
107) 宮前尚祐, 앞의 논문(주101), 93면; 前田健, 앞의 논문(주39), 68면;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102), 137면 참조.

108) 第一条　 この法律は、発明の保護及び利用を図ることにより、発明を奨励し、もつて産業の発
達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令和元年五月十七日公布 (일본 특허법 제1조 이 법률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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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 판례

가) Seal-Flex, Inc. v. WR DOUGHERTY, 179 F. Supp. 2d 735

(E.D. Mich. 2002)

트랙에 사용되는 전천후 표면 및 형성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한 원

고 육상 트랙, 테니스 코트 등의 표면에 대해 사업을 하는 피고가 특허

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원고가 요청한 약식 판결에서 청구항

1, 4, 5 및 6을 피고가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후에 피고는 35

USC § 102 (b)의 ‘판매기준(on sale bar)’을 이유로 원고의 등록 특허가

무효이며,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35 USC § 273 (b)에 해당함으로

비침해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식판결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2001년 4월 23일 명령에서 “특허침해와 유효성(무효 여부)은 별

개 문제”라고 하면서, “35 USC § 273 (b)의 선사용의 항변을 하는 것은

273(b)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제 273조 (b)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변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침

해에 관한 판결이 이미 결정난 후에 벌어진 유효성 여부를 다루는 시기

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다. 바꾸어 말하자면 판결은 선사용의 항변이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며,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

다.

나) Sabasta v. Buckaroos, Inc., 507 F.Supp.2d 986 (2007)

파이프 절연 받침을 위한 롤-굽힘에 관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으로,

원고인 Sabata는 2002년 8월 9일에 특허 출원하여, 2004년 6월 22일에

등록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롤-굽힘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된 파이프 받

침을 판매하는 피고 Buckaroos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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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구법 제273조의 선사용의 항변을 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제273조에서 정의한 ‘방법’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이고 독

점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방법(method)과 공정(process)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정에 관하여 선사용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었다.

특허법에서 공정 혹은 방법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에서는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였는데, 판결문 후반부

에서 선사용권의 목적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는 State Street판결109)을 원용한 것을 고려하면, 선사용권의 인정 범위

를 엄격히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당시 선사용권의 목적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선사용 주장을 부정하기는 했으나, 이 판결은 AIA도입 이전의 판결이라

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AIA도입 이후에 비즈니스 방법

에만 주어지던 선사용 항변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즉, 방법

(method)과 공정(process)를 구별하는 것에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

래되고,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다) Bilski v. Kappos, 561 U.S. 593 (2010)

Bilski사건은 에너지 시장에서 상품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변동 위험

을 완화하는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에 관한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사건 이후로 구체적이고 유

109) State Street, 149 F.3d at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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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발명에 대해 적격성을 부여하는 기준

에 대하여, 기계 혹은 변환 기준을 인정하고, 적격성 확인 방법에 MoT

기준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Bilski에서는 특허 적격성에

관한 제101조의 범위에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면

서, 제101조와 선사용권 조항인 제273조를 비교하면서, 양자의 충돌이 있

어서는 안 되며, 제273조에서 비즈니스 발명의 선사용을 인정하고 있으

므로, 그러한 방법 발명은 제101조의 적격대상이어야 함을 이하와 같이

밝히고 있다.

“100(b)의 “프로세스” 정의에서 “방법”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문언적 사

항으로 특허법의 제한 및 판례를 참조하기 이전에 최소한 몇 가지 비즈

니스 수행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범주 배제에 관한 주장은 연방법이

명시적으로 적어도 일부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존재를 고려한다는 사실

로 인하여 더욱 기반이 약화된다. 특허법 273(b)(1)에서, 특허권자가 방

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 혐의자는 선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 선사용 항변을 허용함으로써, 법령은 비즈니스 방법 특

허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특허법 273조는 비즈니스 방법이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특허법 101조 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이해를 명확히 한다. 반대의 결론은 다른 법 조항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법 조항 해석에 대한 규범을 위반할 것

이다. (참조: Corley v. United States, 556 U. S. 303, (2009)) 마지막으

로 제 273조는 일부 비즈니스 방법 발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그러한 청구발명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Bilski판례는 비록 선사용권을 판단하기 위해 제 273조를 거론한 것은

아니고, 비즈니스 발명이 특허발명의 적격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

제의 손상 없이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즉, 제 101조 및 제 273조가 양립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



- 47 -

꾸어 생각하면, 두 개의 조항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발명

에 대하여 당연히 제 273조의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있어야하므로, 선사

용권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Vaughan Co. v. Global Bio-Fuels Technology, LLC,

F.Supp.2d (2013)

원고는 도시 폐수 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전문 펌프를 설계 및 제조하

는 회사로 2012년 8월 16일 피고인 GLOBAL BIO–FUELS

TECHNOLOGY, LLC가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사용권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피고는 “Chop-X 펌프가 이미

1999년부터 사용되었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침해

주장은 특허법 27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으로 금지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Chop-X 펌프의 선사용은 이것이 단

순히 펌프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현재의 침해주장을 배제하지 않

는다.”라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Dunnhumby USA, LLC v. Emnos USA Corp., Fed. Supp.

(2014)

원고인 Dunnhumby는 소매 판매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U.S. Patent No. 8,214,246, 2004년 9월 30일 출원하고 2012년 7월 3일

등록)를 보유한 세계에 다양한 고객을 보유한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 피

고인 Emnos가 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mnos는 TRS(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Company,

Inc.)가 적어도 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특허 대상을 상업적으로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Emnos는 Amex(American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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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의 자회사이며, 2011년 3월 1일 이래로 TRS와 함께 Amex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하면서, 특허법 제273조 (e)(1)(A)를 있는 그대로 해

석하였을 때에 TRS와 Emnos는 현재 Amex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선사

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TRS가 아닌 피고인 Emnos가 선사용을 주장할 수

는 없으며, 2011년 이전에 TRS 또는 Amex의 산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

기 때문이라고 부연하였다.

법원은 “법령의 문구는 문맥 및 전체적인 법 제도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

면서 “제273조 (e)(1)(A)를 선사용의 성립 당시의 선사용자와 관계가 없

는 현재의 계열사에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주어진다는 피고의

해석은 사후 취득 기업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제공하고, 의도하지 않은

횡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선사용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조항이 없었고, 비교적 최근에 선

사용권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Dunnhumby

USA, LLC v. Emnos USA Corp. 사건에서 법원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의 이전에 대하여 “선사용의 성립 당시의 선사용자와 관계가 없는

현재의 계열사”는 선사용 항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선사

용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지만, 권리 이전 시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이다.

바) 미국 판례 소결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처음 미국 판례에서 적용된 것은 1839년

의 McClurg v. Kingsland 사건이지만, 1953년부터 1998년까지 선사용권

조항이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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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tate Street Bank 판결이 반영되어

1999년 AIPA에서 비즈니스 발명에 한정된 선사용 항변이 등장하였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AIA가 도입됨에 따라 전체 발명에 대한 항변권으

로 확대되었다.

2002년 미시건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례인 Seal-Flex, Inc. v. WR

DOUGHERTY 사건은 AIPA 이후 처음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에 관한 판결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선사용권이 항변권임을 확인

하면서, 유효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선사용권이

조문에 다시 등장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 측의 오해

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IA 도입 이전의 다른 판결로는 2007년의 Sabasta v. Buckaroos, Inc.

사건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IPA 선사용권의 항변 범위가 ‘방

법’에 한정되어 있었다. 특허법에서 자주 ‘방법(method)’과 ‘공정

(process)’이 혼용되기에 피고는 ‘공정(process)’를 ‘방법(method)’으로 보

고 선사용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두 가지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선사용을 부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AIA

도입 이후에는 적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당시 판결에서 선사용 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사

안이 발생하였을 때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알 수 없다.

2010년의 Bilski판례는 제 101조 및 제 273조가 양립하기 위해서 비즈

니스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해야 함을 설명하였는데, 결국에는 두 개

의 조항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발명에 대하여 당연히 선사

용 항변이 가능해야 하기에, 선사용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IA 도입 이후에도 선사용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2013년의



- 50 -

Vaughan Co. v. Global Bio-Fuels Technology, LLC 사건의 선사용을

하였다고 하여 침해주장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침해를 벗어나

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Dunnhumby USA, LLC v. Emnos USA

Corp.은 주목할만 한데, 선사용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 조항에도 불구하

고, 법원은 무조건적인 이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 선

사용의 성립 당시의 선사용자와 관계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비록 미국에서 선사용권을 법제상 인정하기 시작하였지

만, 권리 이전 시에 유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판례가 많지 않아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는 없지만, 입법 미국특허상표청의 의회보고 자료 등을 참고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외국 기업과의 선사용권

항변 판결이 눈에 띄지 않는 점과 선사용권이 입법되었다고 하더라도 항

변이 자주 이용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선사용권이 불확정적인 권리

임을 기업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5장 피타바스타틴 사건110)

앞에서 간단히 알아본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일본 특허법원의 판례를 상

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상술한 것처럼 본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에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에 기술적 사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수치한정발명은 어떠한 수치로 특정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발명을 말

110) 知財高裁 平成30年4月4日判決、平成29年(ネ)第1009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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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러한 범위에서 발명의 특징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치한정발

명은 공지된 발명에 대해, 특정 범위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타

남을 들어서 출원하는 발명이다. 특허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치한

정발명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선사용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발명의 성립성과 유사한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발명의 내용

이 판결을 분석하기에 앞서 특허 청구대상, 특허 대상 물질 및 물질의

특징 등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해당 사건에서 다루어진 피항소인의 청구항은 아래의 독립 청구항 1과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이다.111)

<청구항 1>

구성 요소 (가): 다음의 성분 (A) 및 (B)：

(A) 피타바스타틴 또는 그 염；

(B) 카르멜로오스 및 그 염, 크로스포비돈 그리고 결정 셀

룰로오스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을 함

유하고,

구성 요소 (나): 또한, 수분함량이 2.9 질량％ 이하인 고형 정제가

구성 요소 (다): 기밀 포장체에 수용되어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 (라): 의약품.

111) 아래에 기재한 청구항은 PCT로 국내단계 진입 후, 등록된 특허10-1461841호 번역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편의를 위하여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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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구성 요소 (마): 제 1 항에 있어서,

고형 정제의 수분함량이 1.5 ∼ 2.9 질량％ 인 의약품.

판결에서 다루어진 것은 구성 요소 (가)의 특징을 구성 요소(나) 혹은

이하 종속항의 구성 요소 (마)로 규정한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것인데, 우

선 본 판결에서 문제가 된 물질은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 CAS No.

147511-69-1)112)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HMG-CoA(3-hydroxy-3-methyl

glutaryl coenzyme A) 환원효소 억제제이다. HMG-CoA의 활성 부위인

HMG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콜레스테롤 등의 합성을 저해하는데113),

저밀도 지질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의 수치를 낮추어 주는

지질이상증상 치료제로 쓰인다.114) 이 환원효소 억제제는 탈수축합반응

으로 락톤체를 형성하는데, 억제제의 활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115)

112) 知財高裁 平成30年4月4日判決, 平成29年(ネ)第10090号사건에서 특허권자인 興和株式
會社가 새로이 개발한 물질임. R.Y.A. MUKHTAR, et al, “Pitavastatin”, Int J Clin
Pract, Vol. 59, No. 2, 2005, 240면 참조(본 문헌중, Koya는 Kowa의 오기); Kajinami
K et al., “Pitavastatin: Efficacy and safety profiles of a novel synthetic HMG-CoA
reductase inhibitor”, Cardiovasc Drug Rev, Vol. 21, No. 3, 2003, 199면.

113) 山崎裕之, "新規 HMG-CoA 還元酵素阻害薬ピタバスタチン(リバロ錠)の薬理および薬物動
態的特徴と臨床効果", 「日薬理誌」, Vol. 123, 2004, 350면; Suzuki M et al., “First
systematic chiral syntheses of two pairs of enantiomers with
3,5-dihydroxyheptenoic acid chain, associated with a potent synthetic statin
NK-104”, Bioorg Med Chem Lett., 9, 1999, 2977-2982면; Suzuki M et al.,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s of quinoline-based HMG-CoA reductase
inhibitors”, Bioorg Med Chem. 9, 2001, 2727-2743면.

114) WHO, ATC/DDD Index, 
https://www.whocc.no/atc_ddd_index/?code=C10AA08. R.Y.A. MUKHTAR et al, 앞
의 논문(주112), 239–240면; 山崎裕之, 앞의 논문(주113), 349면

115) 山崎裕之, 앞의 논문(주113), 354면

https://www.whocc.no/atc_ddd_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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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예 및 명세서에서는 피타바스타틴을 해당 수치 범위 위

치시킴으로써 임계적 의의를 보인다. 명세서에 따르면 피타바스타틴(그

림1)은 일정 수분을 흡수함에 따라, 락토체(그림2)로 화학적 구조에 변화

가 생기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HMG-CoA의 활

성 부위에 대한 결합도가 떨어져, LDL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

다. 또한, 명세서에는 5-케토체(그림3) HMG-CoA에 대한 활성과 관련한

기술이 없으나,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분해물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LDL 치료제에 불필요한 물질로 해석된다.

그림 1 피타바스타틴 칼슘 수화물 (출처: 医薬品インタビュー
フォーム, ＨＭＧCoA還元酵素阻害薬 Pitavastatin Calcium 
OD TAB. 1mg, 2mg, 4mg “KOG” ピタバスタチンカルシウム
水和物口腔内崩壊錠剤, テイカ製薬株式会社, 2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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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1의 락토체 (출처: 앞의 책(그림
1), 8면)

그림 3 그림1의 케토체 (출처: Toronto Research 
Chemicals,
https://www.trc-canada.com/product-detail/?O86
4350)

논쟁의 중심이 된 락톤체 및 5-케토체의 생성률을 살펴보면 이하의 표

1 및 표2와 같다. 즉, 구성 요소 (나)는 락톤의 생성률을 특징짓는 범위

이며, 구성 요소 (마)는 락톤체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5-케토체의 생

성이 억제되는 수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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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선사용권의 성립 여부(쟁점1) 및 특허등록 무효 여부(쟁점2)

의 두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인 및 피항소인이 선사용 발명

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동일함을 인정하였기에, 선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생각되나, 특허등록 무효 사유일 때 선사용

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기에 실제

판결과는 반대로 우선 특허등록 무효 여부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

다.

쟁점은 본건 발명2(상기 구성 요소(마))의 고형 정제의 수분함량 범위

였다. 사건에서 하한 및 상한에 대한 항소인 및 피항소인의 주장을 살펴

보자.

물함량(중량
%)

락톤체 생성률(%)

조제직후 40℃75%RH1 개월후 40℃75%RH2 개월후
1.5 0.05 0.09 0.12
1.9 0.05 0.1 0.13
2.1 0.05 0.11 0.14
2.9 0.05 0.15 0.23
3.3 0.04 0.23 0.35

표 1 수분함량에 따른 락톤체의 생성률(%)

물함량(중량
%)

5-케토체 생성률(%)
조제직후 40℃75%RH1 개월후 40℃75%RH2 개월후

1.5 0.13 0.16 0.18
1.9 0.14 0.16 0.18
2.1 0.14 0.17 0.17
2.9 0.14 0.14 0.14

표 2 수분함량에 따른 5-케토체의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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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의 하한에 대하여 항소인은 피타바스타틴의 유연 물질인 5-케토체

가 수분의 함량과 관계가 있으며, 수분함량을 조절하여 생성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증거 을13). 제시된 다른 증거자료(을20)에 따르면,

수분함량을 5~15%로 조절하면 유연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고, 수분함

량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연 물질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타바스타틴 원액 수분함량이 5% 미만이 될 때 유연 물질이 증가함이

알려져 있으므로, 정제에서도 수분함량을 낮추는 것(1.5중량%)은 기술적

상식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명세서에 1.5중량% 미만인 경우에 대

한 데이터가 없고, 재현실험에서도 하한치 설정에 ‘현저한 효과’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피항소인은 명세서에 이미 5-케토체 생성률이 수분함량

1.5중량%에 달하는 과정에서 억제되는 효과가 기술되어 있고, 재시험에

서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들어, 하한치에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항

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수치 상한에 대해서 공고인은 본건 발명 2와 을7 발명이 피타바스타틴

과 붕괴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락토체 형성을 억제한다는 점

에서 기술적 과제가 같다고 주장하며, 피타바스타틴의 유연 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것은 용이한 기술적 상식이라고

하였다. 특히, 을7 발명에서 락토체 생성의 억제가 불충분하여, 생성억제

도를 높이기 위해, 수분함량을 낮추는 것은 같은 업계의 사람이라면 당

연히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을7 발명은 이미 ‘락토체 생성의 억

제’라는 과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분함량을 억제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스타틴계와 비교해 피타바스타틴이

수분에 대해 안정적인 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기에 그러한 유인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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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술한 양자의 주장에 대하여, 항소인의 제시 증거가 “피타

바스타틴 칼슘의 수분함량을 5~15%로 조절하면 유연 물질의 생성을 억

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나, 단순히 다양한 유연 물질의 증감에 대해

나타낼 뿐, 그중에서 특히 5-케토체와 수분함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정제에서도 수분함량의 하

한치를 조정할 것을 시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의약의 안정성이라

는 관점에서 정제의 수분함량을 조정하는 것이 기술적 상식이라 하더라

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지표 중에서 특정 지표에 착안해 그

지표와 수분함량의 상관관계를 찾지 않으면 정제의 수분함량의 하한치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항소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수치한정

에 있어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항소인에 주장에 대해서도 “본건발명2는

수분함량의 하한값인 1.5중량%에 임계적 의의를 발견한 것은 아니므로

그 하한값에서 5-케토체의 생성이 현저하게 억제되는지 여부는 본건발

명2의 진보성 판단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제2절 당사자의 주장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선사용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양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선사용권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은 (가) 수분함량의 관리, (나) 샘플약

측정시의 수분함량, (다) 실생산품의 수분함량, (라) 샘플약 과립의 수분

함량, (마) 즉시실시의 의도로 다섯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각 요소에 관한 항소인 및 피항소인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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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분함량의 관리

우선 항소인은 피타바스타틴이 수분함량에 따라 락토체를 형성하는 것

이 기술적 상식이기 때문에, 피타바스타틴 정제의 수분함량을 관리할 필

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근거로써, 정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과립 A 및 과립 B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즉시 수

분을 측정한 후에, 기밀 용기에 보관하는데 그러한 제조 공정은 매우 짧

기(30여분) 때문에 수분의 영향이 없고, 최종적으로 PTP포장을 하고 있

기에 수분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성분인 과립 A 및 과립

B의 수분함량을 특정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락토 및

5-케토체의 생성이 억제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정제임을 분명히 하

였다.

항소인의 발명은 샘플에서 실생산제품으로 이행하면서 과립 B의 수분

함량 관리 범위를 수정하였는데(비공개 처리), 실생산 규모에 따라 변경

된 것일 뿐, 수분함량 및 안정성에 변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의 증

거를 근거로 하여, 수분함량이 1.5w%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술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항소인은 특허발명 출원일 당시에,

특허발명의 피타바스타틴은 수분에 취약한 스타틴계 화합물과는 다르게

수분에 대하여 안정적인 물질임이 알려져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수분함

량과 락토체 생성률의 관계는 기술적 상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항소인이 과립 B의 수분함량 관리범위를 변경한 것과 의약품의

료기기종합기구에 대해 설명한 자료(비공개로 명확한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엄밀한 수준에서 정제의 수분함량을 관리할 필

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조 공정이 명확

하지 않고 공기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제의 수

분함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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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샘플약 측정시의 수분함량

항소인은 2mg 및 4mg 샘플약이 PTP포장 및 알루미늄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본건 발명2의 기밀 포장체과 같은 것이며, 정제의 수분 함량은

봉입 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 수분 차폐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실험을 의뢰하였고, 수분함량이 늘어

나지 않았음을 보였다. 또한, 샘플약의 수분함량이 실생산품과 같음을 보

이기 위하여 203샘플약을 새로이 제조한 후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본건

발명2의 수분함량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샘플약의 수분함량은 제조직후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상술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즉, 사용된 알루미늄 포장에는 주위 환경(습도, 산화 등)에 따라 상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있는 점, 전문가에 의한 시험에 정량

성 및 재현성이 없는 점을 들어 알루미늄 포장이 정제의 수분함량을 제

어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항소인이 측

정한 샘플약의 수분함량은 정제조부터 4년이 경과된 정제이기 때문에,

상술한 이유를 토대로 수분함량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항소

인이 실시한 경과 모델실험은 1개월에 불과하여 참고할 여지가 없으며,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증가한 점을 들었다. 이

에 더하여, 측정한 샘플약 및 실생산품 그리고 다시 제조한 203샘플약

등은 공정이 동일하지 않기에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 실생산품의 수분함량

항소인은 실생산품이 샘플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되었고, 제조승인

신청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기재하였기에 같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된

정제라고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수분함량 관리 여부에 관한 주장과 동일하게, 승인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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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과립 B의 수분함량 관리범위가 변경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제 대부

분을 차지하는 과립 B(68%)의 수분함량 관리에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였다.

라) 샘플약 과립의 수분함량

항소인은 과립 A, 과립 B의 수분량을 건조 감량법116)으로 측정하여 정

제의 수분량을 산출하고, 실제 정제는 칼피셔법117)으로 측정하였는데, 결

합수 등이 측정되지 않는 건조 감량법과 전체 수분량을 측정하는 칼피셔

법에 의한 수분함량에 차이(건조 감량법에 따른 수분함량이 칼피셔법보

다 적음)가 있으나, 구성성분 중 하나인 알루미늄메타실리케이트 마그네

슘(Magnesium Aluminometasilicate)을 건조 감량법 수분함량이 칼피셔

법 수분함량보다 적은 것을 토대로 이러한 차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항소인은 이러한 항소인에 주장에 대하여, 건조 감량법 산출 값과 칼

피셔법 산출 값에 차이가 있고, 두 값이 같은 정제가 존재하며, 알루미늄

메타실리케이트 마그네슘은 전체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기에 특별한 의미

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마) 즉시 실시의 의도

항소인은 이미 샘플약 제조를 출원일 이전에 완성하고, 장기 보존 시험

116)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91호(2018.11.14.)) 중 7. 일반시험법, 18-19면. 건조 감량법은 물의 끓는점보다
높은 105도에서 상압건조라는 상압 가열건조법과 100~110도로 건조 후에 감압건조기
에 넣어 건조하는 감압가열건조법이 있다.

11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연구과, 「수분측정법(칼피셔법)」, 식약청, 2012,
4면. 칼피셔법은 칼 피셔(Karl Fischer)에 의해 개발된 수분측정 방법으로 ppm 단위
까지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탄올 등의 저급 알코올 및 피리딘
등 유기 염기의 존재하에서 물이 요오드 및 이산화황과 다음 반응식과 같이 정량적으
로 반응하는 것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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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시험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확립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조 방법을 변경함 없이 제조승인 신청을 하

였기 때문에 “의약품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강조하였

다.

피항소인은 과립 B의 수분함량 관리범위의 변경이 승인신청 전후에 있

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샘플약이 출원일 전에 제조된 것인지에 대한

진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우선 워킹빔 사건에서 설시한 “특허법 79조에 말하는 '발명

의 실시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란 적어도 특허출원에 관계된 발

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한 자 또는

이 자로부터 지득한 자이어야 한다.”를 원용하면서 “선사용권을 갖는다

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샘플약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이 본건 발명2와

같은 내용의 발명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가) 샘플약 측정 시의 수분함량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제 샘플

약의 수분함량이 1.5~2.9중량%인지를 검토하였다. 항소인이 제출한 수분

함량 데이터는 칼피셔법으로 측정된 데이터로, 모두 수분량 함유 범위가

1.5~2.9중량%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샘플의 제조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과 정제

에 포함되는 붕괴제는 흡습성이 높아 수분함량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포장재가 수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수분함량이 증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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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였다.

또한, 샘플, 실생산품, 재생산한 203 샘플의 수분함량이 같다고 하더라

도, “애초에 샘플약과 실생산품 및 203 샘플약의 재제조품이 동일 공정

에 의해 제조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샘

플약의 측정 시 수분함량이 제조 시 수분함량과 거의 같았다고 할 수 없

다.”라고 하면서 “샘플약 측정 시 수분함량이 본건 발명 2의 범위 내라

고 해서 4년 이상 전의 제조 시 수분함량도 본건 발명 2의 범위 내였다

고 추인할 수 없다.”라고 확인하였다.

나) 실생산품의 수분함량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칼피셔법으로

측정된 실생산품의 수분함량은 모두 본건 발명2의 범위에 있었음을 확인

하면서도, 과립 B의 수분함량 관리범위가 샘플과 실생산품 사이에 차이

가 있고, 생산 시의 습도, 기밀 포장하기까지 습도의 관리가 같다고는 할

수 없어, 샘플약과 실생산품의 제조 공정이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

다) 샘플약의 과립 수분함량

이 항소인은 샘플약의 수분함량을 과립 A 및 과립 B의 건조 감량법을

통하여 추산하였는데, 항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건조 감량법과 칼피셔

법으로 측정한 수분량에 차이가 없는 결과도 존재하며, 샘플 수분함량을

추산한 방법을 실생산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201 샘플,

202 샘플, 203 샘플, 303 샘플의 과립 A 및 과립 B의 수분함량을 기초로

산출한 정제의 수분함량 추계치는 본건 발명 2의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다.”라고 하면서 “샘플약의 과립 수분함량을 토대로 산출하면 샘플약의

수분함량은 본건 발명2의 범위 내에는 없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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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확인하였다.

즉, 제조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수분함량이 본건 발명2의 범

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이 제조 직후의 수분함량과 같은

것이 아니며, 과립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샘플약의 수분

함량 범위가 본건 발명2의 범위 밖에 있었을 수도 있기에, 본건 발명3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라) 샘플약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수분함량의 관리 및 즉시 실시

의 의도)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본건 발명2의 기술적 사상이 “피타바스타틴 또

는 그 염의 고형 정제 수분함량에 주목하여 이것을 2.9 질량 % 이하로

함으로써 락토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것을 1.5 질량 % 이상으로 함으

로써 5-케토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나아가 고형 정제를 기밀포장체에 수

용함으로써 수분의 침입을 막는”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샘플약에는 (1)

출원일 전에 샘플약 수분함량이 측정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2)

각 재료의 수분함량이 불분명하고, 제조 공정의 습도 관리 등이 불분명

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분함량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실생산품 생산에 앞서 과립 B의 수분함량 관리범

위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인은 수분함량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샘플 제조 시에 수분함량을 “1.5~2.9중량%의 범위에 내 또는 이

에 포함되는 범위 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5~2.9중량%

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치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

다.”라고 하여 “샘플약에서는 정제의 수분함량을 1.5~2.9중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이에 포함되는 범위 내로 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없으며, 또

한 정제의 수분함량을 1.5~2.9중량%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치로 하는

기술적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선사용권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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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소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이 수분함량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분함량의 조정 방법’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수분함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술적 상식이 해당 수분함량 범위로 정제

의 수분함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

생산 후 락토체 및 5-케토체의 생성 여부를 측정하여 안정된 정제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본건 발명2의 수분함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샘플약에서 5-케토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

를 통해 항소인이 샘플약의 수분함량을 1.5중량%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

었다고 추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항소인이 샘플약의 수분함량을

1.5중량% 이상으로 관리한다는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결과로 발생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하였다.

제4절 판결에 관한 논의

상술한 것처럼 이 판결은 동일한 구성의 발명일지라고 하더라도, 특정

수치 범위 내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술적 사상이 아닌 이상 선사용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입장이다.

판결문에서 “선사용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샘플약에 구현

된 기술적 사상이 본건 발명2와 같은 내용의 발명이어야 한다.”라고 하

였는데, 선사용권 조항을 고려할 때에,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에 도달했

다는 것은 기술적 사상이 완성되어 실시되거나 준비를 의미한다.

기술적 사상이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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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 특허법 제2조도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 중에 고도한 것을 말한다.”118)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 등과 다르게 발

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을뿐더러, 거절이유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119), 검토된 사

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기술적 사상’이 발명의 정의

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120)조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으로 자리 잡은 역사 및 새로운 영역의 발명을 포섭하기에 쉽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121) 각설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적 사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본의 사정을 보면, 발명이 재현성을 갖는가와

실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122)

피타바스타틴 사건에서 법원은 선사용 발명이 ‘기술적 사상’을 갖고 있

지 않다고 하였는데, 앞의 ‘기술적 사상’ 기준으로 해석하자면, 재현성과

실시 가능성이 있기에 발명이 완성되었는가에 관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재현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종

류의 기술적 사상이 아닌, 발명의 완성 혹은 발명의 인식단계로써 고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사용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성 여부

를 검토하고 그 기술적 범위에 포섭되지만, 발명의 인식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발명이므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명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물 없이 입에서 잘 녹

118) 第二条　この法律で「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
いう。1990년 개정 이전의 한국특허법 등을 참조할 때에 ‘…고도의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나, 본고에서는 이것이 ‘고도한’ 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
에 ‘…고도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119) 만약 ‘기술적 사상’이 부족하다면, 거절이유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이유로 우회적
으로 거절될 것이다.

120) 박준석,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768-769면

121) 박준석, 앞의 논문(주120), 831면
122) 박준석, 앞의 논문(주120), 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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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려고 첨가하는 붕괴제를 포함하는 피타바스타틴 정제는 특정 수치

범위 내의 수분율로 보관할 필요가 있었는데, 수분함량이 높아지는 경우,

락토체가 생성되어 약의 효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붕괴제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물이 없어도 입에서 잘 녹도록 하

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수분함량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 피타바스타틴이 물에 의해 분해 혹은 변성되는 과

정에 물이 관여하지만, 이러한 수분이 정제 내의 붕괴제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피타바스타틴이 아닌 피타바스타

틴 정제에 대해 특정 수분함량 범위 내에서 특징을 가지고, 현저한 효과

가 있는 것이다.

제1항 수치한정발명

상술한 발명의 특징은 수치한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수치한정발명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발명의 구성요건에 온도, 습도, 함량비 등 일정한 수치범위를 가지는 발

명을 수치한정 발명이라고 한다.123) 수치한정발명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

하고 있는 발명의 일부인 특정수치 범위 안에 특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명이다. 이러한 수치한정발명은 이미 공지된 발명과 겉보기

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수치한정발

명의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다소 특이한 판단이 이루

어진다.

123) 조영선, 「특허법2.0」제6판, 박영사, 2018, 171면;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
준」, 2020, 3222면. 심사기준은 수치한정발명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의 일
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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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선행 발명인 공지 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을 비교하였을 때에 그 수치 범

위가 이미 선행 발명의 특허 명세서 등에 기술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 때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12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에서 법원은 “구성요소의 범

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

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

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

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면서 상술한 신규성 판단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그리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

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 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

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

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인식 범위 내인 경우에는 수치한

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

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

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

124) 임병웅, 앞의 책(주1),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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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상이한 과제’ 및 ‘이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을 인정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한 상기 판례의 결정은 진보성 기

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은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에서도 “그 출원발명이 공

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

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

여 진보성 판단 기준은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보일 수 있는가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서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특허 심사기준을 살펴보자. 심사기준은 신

규성을 판단을 위해 2단계로 기준을 갖추고 있다. (1) 우선, 수치한정을

제외한 기술적 특징으로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때에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수치한정 부분 이외의 기술

적 특징이 같은 때에는 (2.1)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가능한 수준인지 판

단하여, 용이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2) 또는 수

치한정발명의 수치범위가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판단하여, 신규성 유무를 판단한다.125)

125) 특허청, 앞의 책(주123), 3222-3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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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재에 유의를 기할 필

요가 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1) 발명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적 사

상을 창작하는 것이므로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 당해 발명이 어떤 기술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

술적인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

다.”라고 한다.126)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기술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술적 사

상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고해서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거나,

완전을 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발명의 설명 전체의

기재로부터 그 사항들을 파악하고 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로 기재할 필요는 있다.127)

일본 특허 심사기준은 “청구항에 수치한정을 이용해 발명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청구항의 발명을 인정한

다.”라고 하면서 “청구항에 수치 한정을 이용하고 발명을 파악하고자 하

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인용 발명의 차이점이 그 수치 한정에만 있

을 때는 일반적으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을 갖지 않는다. 실

험적으로 수치범위를 최적화 또는 더 좋게하는 것은 통상 당업자의 통상

의 창작 능력의 발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한국 심사기

준과 대동소이하다.128) 또한, 기재요건에 관해서도 “발명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이므로,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발명

이 어떤 기술상의 의의를 가지는지(어떤 기술적 공헌을 가져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29)

126) 특허청, 「파라미터발명의 사례분석 및 특허전략연구」, 2009, 29면
127) 특허청, 앞의 책(주123), 2309면
128) 日本特許庁,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 2015, 第III部第2章第4節
129) 日本特許庁, 앞의 책(주128), 第II部第1章第2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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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 사상

피타바스타틴 사건의 특허발명은 정제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 함량의 상

한과 하한을 제한함으로써 수치한정발명을 하였다. 본안 판단에서 적어

도 일부 공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계적 의의를 보였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고 있으며, 기재불비 사항도 없다. 이

러한 수치한정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정도의 기술적 사상의 완성을 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수치한정발명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수치한정범위 내에

서 임계적 특징이 있냐는 것이다. 특허발명은 비록 하한값에서 현저한

임계적 특징을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한값에서 락토체의 형성에 놀

랄만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이것이 발명의 특징이 될 것이다. 수치한정발

명을 서로 대비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수치를 제외한 부분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할 것인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치범위로부터

생기는 효과의 차이 또는 목적의 차이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사용권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특허 발명의 청구항의 분

석 및 선사용 발명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동일성 판단

에 있어 수치범위 및 그 효과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130)

앞서 설명한 BPEF 사건131)은 수치한정 범위에 포섭되어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기에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었으며,

경구투여용 흡착제 사건132)은 비록 수치한정발명은 아니지만, 기술적 범

위 내에 포함되어야 할 선사용 발명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어

130) 특허청, 앞의 책(주123), 3502면.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에 관한 심사기준의 해설을
참조하면,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간에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가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하여 ‘기술적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발명을 대비
한다.

131) 知財高裁 平成24年7月18日判決, 平成24年(ネ)第10016号
132) 東京地裁 平成21年8月27日判決, 平成19年(ワ)第349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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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이 부정되었다. 즉, 생물/화학 발명의 경우 더욱 기술적 사상의 동

일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2항 판결에 대한 비판과 논의

상술한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신상훈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선사

용권을 부정하면, 독자적으로 발명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선사용권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133)고 비판하고 있으며, 

宮前尚祐는 “상한치 및 하한치가 발명의 효과와의 관계로 파악되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제품의 선별 등이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후에 성립하는 발명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

고, 피고에게 너무 엄격한 설시가 아닌가?”라고 비판한다.134) 前田健는

“특허발명의 특징인 구성 요소와 동일한 해결수단을 가지고 동일한 과제

를 해결하려는 발명이 아니면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수한 파라미터 특허와 같은 경우에는 선

사용권이 부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35) 田村善之도 “선사용의 발

명과 특허 발명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사고 방식에서는 독자 발명자는 자

기의 발명에 대하여 실시 및 사업의 준비를 소정의 시기까지 하였음에도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이라는 자신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발적 사정에 의

하여 선사용이 부정되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

고 비판한다.136)

우선, 신상훈의 견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확증이

없는 이상, 선사용을 부정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러한 실험을 실시했다는

133) 신상훈, 앞의 논문(주91), 66면
134) 宮前尚祐, 앞의 논문(주101), 93면
135) 前田健, 앞의 논문(주39), 68면
136)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102),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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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는 미완성발명에 가까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전

단계에 불과함에도 선사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의적 확정

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실험을 통한 선택의 확증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증이 없는 이상 기술적 사상의 인식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宮前尚祐 및 田村善之는 선사용 발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

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예

측 불가능성은 단순히 선사용 발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수치한정발명은 기본 발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특

허를 보유한 사람이 출원할 가능성이 높고137),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 특

허 억제를 위한 장치로 타사 특허를 기초로 하여 수치한정출원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宮前尚祐가 우려한 결과가 선사용과 관련 없

이 특허 대 특허에서도 발생할 것이기에 굳이 선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

는 위험에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동일성

이 필요없다면, 대부분의 것이 수치한정발명의 선사용 발명은 조건없이

선사용권 인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수치한정발

명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를 마련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前田健 또한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 파라미터도 이 사건에서처럼 선사용이 부정될 가능성

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물론, 판결의 논지가 유지된다면 선사용이 부

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특허

를 출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무상 이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등

록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 발명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화합물의 FT-IR 스펙트럼 결과의 특정 위치에 대한 적분

137) 에버그린 전략으로 발명의 존속 기간을 특허법의 2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독점권
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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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등이 있을 것인데, 수치한정발명 등과 동일하게 그 파라미터 안에서

현저한 효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만약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발명이

있다면 특허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

허가 당연히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허 전략을 세우고 출원하

는 특허 출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을 부여하는 것

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의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논의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선사용에 의

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업의

실시 혹은 사업의 준비’를 요건에서 제외하자는 것인데138), 과도한 선사

용의 인정은 오히려 특허출원을 경시하여, 특허법 본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 및 준비’ 요건이 삭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결국 발명의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욱이 수치한정발명인 경우를 고려하면, 기술적 사상에 달하지 못한 미완

성 발명(수치범위 밖의 실험)도 완성 단계에 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

이 있다.

일부 선택발명, 수치한정발명, 파라미터 발명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

는 “후발 의약품의 실시자가 실시하는 개량 특허의 실시에 대해서도 퍼

블릭 도메인 내의 실시 간주하여 선사용권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상훈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139) 실질적으로, 수치한정발명을 파타미터 특

허 등과 함께 발명의 하나로 보고 있는 점에 더하여, 만약, 그러한 선사

용의 조건을 완화한다면, 수치한정발명의 출원이 발생할지 의심스럽다.

선사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특허출원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신상훈은 선사용권 구성 요건의 완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수치범위 내에

138) 박주현, 앞의 논문(주12), 231-232면
139) 신상훈, 앞의 논문(주9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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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사용 발명이 포함될 때에는 “선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특허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인식을 불문하고 선사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40)고

하여, 선사용자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인식 수준을 특허성 판단 시의 수

준보다 낮게 보아야 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데, 田村善之 등과 거의

유사한 논조(수치한정 발명에 대해 발명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비판인 것으로 생각된다.141)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이 발명의 카테고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

반적인 발명에 비해서 그 성립요건이 더 높은 수준을 요한다. 수치한정

발명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과제가 공통되고 동질의 효과인 경우에는 임

계적인 의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과제가 다르고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으로 진보성 요건을 만족할 것이지만, 발명의 단계는 물론이

고 출원 시에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바꾸어 말

하면, 선사용권 성립 요건을 완화하자는 논의는 결국 수치한정발명 등의

신규성 및 진보성 완화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공평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사용이 요건 완화된다면, 기본출원만을 하고 개량 발명

을 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용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많지 않으나, 법제의 유사성과 이론의 상

호교환성이라는 측면에서 피타바스타틴 사건에 대한 일본 지적재산 고등

재판소의 판단은 국내에 동일 사례 발생 시에 적용가능할 것이다. 즉, 앞

서 설명한 ‘동일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사상’의 완성여부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제3항 선사용권 입증

 피타바스타틴 사건을 살펴보면,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

140) 신상훈, 앞의 논문(주91), 69면
141) 田村善之, 앞의 논문(주102),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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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샘플 등의 실험이 필요했는데, 일부 샘플 및 자료 등에 대한 신빙성

에 의심이 가해졌다.

기존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선사용자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

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을 실시 혹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구체

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알아본 헌법재판소 2006.11.30.

자 2006헌마59 결정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성립 시기에 실시

혹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제출된

자료 및 진술만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선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511결정에서도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가 있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석영유리 도가니 사건(東京地裁 平成5年5月28日判決, 平成元

(ワ)2937)의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표기한 미출하 상품이 창고에 보관되

어 있어 선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곰팡이 제거제 향료사건(東京地裁平

成11年11月4日判決, 平成09(ワ)938)에서는 단순한 연구보고서는 증거자료

로써 부족함을 밝히면서 선사용권을 부정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선사용

권이 법제상 존재함을 확인하는 수준의 판례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증

거의 수준이 등장한 판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피타바스타틴 사건의 경우에는 샘플이 존재하고, 당시 기록

은 물론이고 샘플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해졌기 때문에 유의

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수치한정발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더

욱 세밀히 검토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다른 발명과 다르게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입증자료 및 그 보관방법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연구 노트142), 실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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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데이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143), 수치한정발명인 경우에는 앞

서 알아본 피타바스타틴 사건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효과 및 특성 등이 기재된 자료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발명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한 외부 업체에 대한 의뢰서, 구매 이력 등도 증거가 될 수 있

다.14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사용 발명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명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야할 필요가 있고, 재료, 기계, 기구류의 구매, 도면

견본 작성, 연구보고, 기업의 의사 결정을 나타내는 문서 등이 필요할 것

이지만, 그 전제로써 발명의 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연구착수에서 실

험, 발명의 완성, 사업화 착수 및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증

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145)

2008년 특허청에서는 ‘선사용 제도의 올바른 활용 방법’이란 제명으로

2006년 일본 특허청발간 자료(先使用権制度の円滑な活用に向けて—戦略的

なノウハウ管理のために—)를 번역 및 발간하였는데, 선사용권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국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146)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사용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증인에 의한 공증제도147)로 공정증서, 전자 공증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타임 스탬프방식148)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142) 日本特許庁, 앞의 책(주3), 46-47면. 일반적으로 연구 노트는 연속된 번호가 부여되
어 있어야 하고, 볼펜 등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

143) 권태복, “선발명 실시자와 후발명 특허권자의 법적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집 제3호, 2013, 214-215면

144) 권태복, 앞의 논문(주143), 218면
145) 竹田和彦, 앞의 책(주4), 448면
146) 김종택, “중소기업의 선사용권제도 활용방법”, 「발명특허」 제32권 제11호, 2007,
6-8면

147) 山崎利直 외, "企業の知的財産戦略における先使用権の活用と実践", 「パテント」 Vol. 69
No. 8, 2016, 89면. 공증제도 중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공증인사
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과 간편함이 그 이유라고 한다.

148) 粕川敏夫, “先使用権の立証におけるデジタルタイムスタンプの法的効力と活用に関する検討”,
「日本大学知財ジャーナル」Vol. 9, 2016, 39면. (1) PKI라고 불리는 디지털 서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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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센터와 비슷한 운영방식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 관리는 (1)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2) 위조 및 변조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의 유무,

(3)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관하는 방법, (4) 서버에서의 관리 방법 등

이 논의가 중심이 된다.149).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상기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였을 때에, 일

본에서는 이용자가 서버를 관리하고, 타임 스탬프를 일반사단법인 일본

데이터통신협회가 인정하는 통신업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통신업자로

부터 직접 이용자가 타임 스탬프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150)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각 사업체가 보유하고, 타임 스

탬프만을 부여하고, 필요시에 위조 및 변조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타임 스탬프를 제

외한 부분인 파일 본체의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우체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도 공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1) 한국에서는 특허청 산하에 영업비

밀센터를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

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교육, 관리체제 구축 컨설팅에서 실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술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증자료인 연구 노트, 보고서, 명세서, 견적서 등의 서류

들은 영업비밀 자료로써 영업비밀센터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시에 공

인인증기관에서 등록 시점을 확인하여 타임 스탬프를 영업비밀센터에 전

송하여 이를 통합 관리한다.152) 영업비밀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선사용권

(2) 링크 토크 방식, (3) 타임 스탬프를 검증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방식 등
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149) 市川祐輔, “先使用権の立証のための消去保全手法に関するフレームワーク”, 「IPSJ SIG
Technical Report」 Vol. 38 No. 2, 2007, 9-14면

150) 日本特許庁, 앞의 책(주3), 63-78면
151) 粕川敏夫, 앞의 논문(주148),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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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 실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제5절 소결

피타바스타틴 사건은 수치한정발명의 경우에 동일한 구성의 발명일지라

고 하더라도, 특정 수치 범위 내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술적 사상이 아

닌 이상 선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례 없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

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면, 특허법 정의 조항에 등장하는

‘기술적 사상’을 떠올릴 것이고, 발명의 완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술의 대비를 위해 신

규성 및 선출원 판단 등에서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졌기에 비판적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특징을 알 수 없고, 대비를 위해 동일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더하여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수치를 한정함에

그 의미가 있고,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발명의 특징적 효과가 드러나는데,

오히려 이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물론, 이번 판결은 선사용 여부 이외에도 무효 사유에 관한 판단이 동

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치범위 내에서

의 동일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52)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s://www.tradesecr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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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 등에서 특허출원이 아닌 노하우로 기술을 보유하려는 유인

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공개를 조건으로 독점권을 향유하는 특허제도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다양한

선사용권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결국 특허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

는 기업들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선사

용에 의존하려는 기업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특허출원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일본처럼 선사용권 판례가 많지 않지만,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기술을 노하우로 보유할 이유가 생겼다는 측면에

서 피타바스타틴 사건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특허법은 특허권자 아니지만 출원하지 아니한 선사용 발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는 무상의 실시권을 부

여한다. 발명 후에 그것을 특허 출원할지 노하우로 가지고 있을지는 각

기업의 사정에 달려있을 것이고,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임을 고려할 때

에, 반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한 노하우의 선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

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

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항변권으로 행사 가능할 뿐

이기 때문에,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선사용권이 침해소송

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미국도 선사용권을 다시

도입한 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는 다양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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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는데, 과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요인이 강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앞에서 상술한 피타바스타틴 사건은 선사용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선사용권이 쉽게 긍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항변권으로써 유효한 방어법으로 인식되고 있

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현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지 않고, 설

령 조성비가 동일한 범위에 있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 기술적 사상이 없

다”라는 판시는 적어도 수치한정발명에 대해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어렵

다는 두려움을 초래했는데, 많은 연구자가 이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

다.

수치한정 내에 선사용 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기술적 사상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은 선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것으로 선사용 성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반대로 수치한정발명의 성립을 더 어렵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적어도 이 선사용권 불인정 판례는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독

점의 이익을 누린다는 특허법이 아닌 노하우로 기술을 유지하려는 화학

약품 제조 업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해당 기술 및 발명을 노하우로 유지하려는 요

인이 있었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선사용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전략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및 미국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사용 관련

판례가 적고, 일본의 사례만을 검토하였는데, 피타바스타틴 사건과 상호

참조할 만한 판례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경구투여용 흡착제 판례 및

BPEF(2,2'-[9-플루오렌일리덴비스(p-페닐렌옥시)]다이에탄올) 생산방법

에 관한 판례일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상, 이들 샘플이 제조된 단계에서는 피고 제품의 내용이 일의적으로 확

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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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명이 특정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면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

지 않다고 하여 발명의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거나, 선사용

발명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치한정 부분 내에서 발명이 완성되었

기에 선사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발명의 완성 여부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단순한 착상이 아닌

구체화한 발명에 이르러야 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최근의 피타바

스타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선

사용권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질적인 판단에 있어 기술의 대비를 위해 신규성 및 선출원 판단 등에

서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

술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특징을 알 수 없고, 대비를 위해 동일성을 평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수치를 한정함에 그

의미가 있고,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발명의 특징적 효과가 드러나는데,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물론, 이번 판결은 선사용 여부 이외에도 무효 사유에 관한 판단이 동

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치 범위 내에

서의 동일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기업 등에서 특허출원이 아닌 노하우로 기술을 보유하려는 유인

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공개를 조건으로 독점권을 누리는 특허제도와 배

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다양한 선

사용권 판례가 축적된 것은 결국 특허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

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선사용에 의존

하려는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특허출원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

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치한정발명의 선사용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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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발명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1) 이

러한 특수한 종류의 발명인지를 판별하고, (2) 수치한정, 파라미터, 불순

물함유 발명 등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것에 발명의 성립성 정도를 판

단 및 대비하여, (3) 출원 발명의 해당 범위에 임계적 의의가 있는 발명

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4) 선사용 발명의 수치 범위가 출원 발명의 수

치 범위와 거의 일치 혹은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실험 노트 또는 보고서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때에는, 선사용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수치 범위 내에 모든 발명이 포함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사용을 인정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증거자료에서 유추 가능한 정도의 목적 또는

효과 등이 없다면, 기술적 사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에 발명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타바스타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의 하나는 선사용권의 입

증을 위한 증거의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제출한 샘플 등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였는데,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기

술적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당시의 것과 같은 것임을 보일 필

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적 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한 통상의 기술자가 유추할 수준의 것임이 나

타난다면, 선사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영업비밀센

터 등의 전자 공증제도의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제도는 일본 등

과 다르게 기업만이 자료를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서버가 존재

하고 동시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받기에 증거력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수치한정발명과 유사한 점이 많은 파라미터 발명 또는 불순물포

함 발명 등의 경우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는 없으나, 피타바스

타틴 사건으로 인해 선사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사용 불인정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후생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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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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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chnical Ideas in

the Prior User Defense

Focused on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2017(Ne)10090

Seongmu Bak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tent Law grants a person who is not a patentee but has an

invention of prior-use that does not apply for a patent, a shop right

called a prior user right. It will depend on each company to decide

whether to apply for a patent or have it as know-how after the

inven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patent lasts 20 years, there is a

possibility of choosing know-how that can provide almost permanent

protection, so Article 103 of the Patent Act grants a person, who has

created the same invention as a patent claimed in an application filed

for registration of the patent without prior knowledge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application, or who has become aware of such

patent from the person who had created it before th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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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was filed, and practices or prepares to practice the patent

for business purpose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or user

right.

However, the prior user right is not an absolute right, and it can

only be exercised as a defense to litigation, so there are not many

cases used. In Korea, the prior user right is rarely dealt with in

infringement lawsuits, and it is hard to find a case after the U.S.

reintroduces the prior user righ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precedents in Japan, which may be the reason why there have been

strong reasons to maintain the technology and invention as

know-how in the past due to concerns over technology leaks.

Recently,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ruled against

claims of prior user right to the invention defined by the numerical

limitation that "there is no equivalent technological idea implemented

and there is no technical idea in the scope even if the composition

ratio is in the same range." Although there seem to be few cases

asserted prior use right defense in South Korea, the similarity

between the laws of Korea and Japan and the

numerical-limits-invention in the field of chemistr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so it would be worth reviewing.

Some researchers say that requirement for an prior user’s invention

within the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s and a technological

idea, which is unexpected for the prior user, should ease the

requirement of prior user right or, conversely, make it more difficult

to establish the numerical-limits-invention. At least this precedent is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wants to maintain the technolog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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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rather than a patent, which enjoys monopoly profits in

exchange for the disclosure of the technology. In the past, there have

been reasons to maintain the technology and invention as know-how

due to concerns over technology leaks, and there have been

companies that want to be protected by prior user rights rather th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the case denies such

strategies.

In this paper,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ruling of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which denied the prior user

rights defense, citing the absence of technical idea, and look at the

need for the equivalence of 'technical idea'. In addition, we will find

out how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vidence when asserting prior

user rights, and finally propose how to determine whether the prior

user right of the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is granted.

Key words: prior user right,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technical idea

Student number: 2019-2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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