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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김  태  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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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특허분쟁의 관할분배 문제와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제도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이를 일반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그 공개 대가로 일정 기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청의 설정등록이라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지만(특허법 제87

조), 권리 자체는 공권(公權)이 아닌 사권(私權)인 점에 특징이 있고, 이에 대한 분쟁도 특

허권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분쟁(행정행위인 측면, 이하 ‘무효쟁송’이라 한다)과 특

허권자와 제3자 사이의 권리행사 또는 침해에 관한 분쟁(사권인 측면, 이하 ‘침해쟁송’이

라 한다)으로 대별되는데, 이들을 어느 기관(특허청, 특허법원, 일반법원 등)의 관할로 하

여, 어떤 절차(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 침해소송 등)를 통하여 해

결할 것인가는, 특허의 성질 중 행정행위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 사권인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의 관점의 차이나 법률문화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1)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무효와 침해쟁송 모두를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함과 동시에 침

해쟁송에서도 무효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독일은 연방특허법원(무효쟁송)과 일반 법원

(침해쟁송)의 관할로 나누어 침해쟁송에서 무효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며,2)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특허청(무효쟁송)과 일반 법원(침해쟁송)의 관할로 나누어 실무상 침해쟁송에서 

무효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일본은 2000년 최고재의 ‘킬비(キルビ-)’ 판결3)과 2004년 특

허법의 개정으로4) 침해쟁송에서 무효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허청, 특허법원 관할의 특허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이나 특허이의신청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69조) 절차를 통하여 무효쟁송을, 

일반 법원 관할의 침해금지(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민법 제750조), 신

1) 송영식, “공지공용부분을 포함하는 특허의 권리범위의 해석”, 민사판례연구 7권, 박영사(1985), 245.; 이두형, “특
허권 침해 관련 법적 공격․방어수단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43집(2006), 625.; 이한주,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무효사유의 판단”, 사법논집 제41집(2005), 541.

2) 단, 무심사주의에 의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특허와 달리 침해쟁송에서 무효주장이 허용된다고 한다[박성수, 

“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발표자료, 특
허법원 홈페이지 자료실, 7.].

3) 最高裁 平成 12. 4. 11. 平10(オ) 第364号

4) 특허법 제104조의 3을 신설하여(2005. 4. 1.부터 시행)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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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복조치(특허법 제131조) 등의 청구소송을 통하여 침해쟁송을 각각 처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입법정책상 특허의 부여와 무효선언은 특허청이, 특허의 해석이나 

침해 여부는 일반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여 서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권한분배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5)

  그런데 위와 같은 권한분배의 원칙에서 보면 어색하게, 원래 사법권에 속하는 특허권의 

해석이나 침해 여부(침해쟁송)를 일반 법원이 아닌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이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 및 그 존폐론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2. 침해쟁송에서의 무효 판단 문제

  한편, 위와 같이 무효쟁송과 침해쟁송의 관할이나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특허

권의 행사나 침해에 관한 분쟁절차에서는 특허권의 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사항을 심리, 

판단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침해쟁송절차에서 하자 있는 특허의 보호범위나 

침해 여부가 문제된 경우, 위와 같은 특허청의 절차를 통한 무효․취소가 확정되지 아니

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

하여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소송

경제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무효쟁송을 거침이 없이 당해 

침해쟁송절차에서 그 보호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는바,6) 침해

쟁송절차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특허의 하자를 직접 주장,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무

효항변설, 권리남용설 등)과 종래 일본과 같이 특허의 하자를 직접 다루지는 않되 보호범

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청구범위 해석론’으로 하자 있는 부분을 제외하거나(한

정해석론, 공지기술제외,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등), 상대방의 침해대상물 자체가 자유실

시기술이라고 판단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침해쟁송 실무에서는 사실상 신규성, 기재불비 및 실시불가능의 여러 무효 사

유의 판단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불허하

5) 권택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 특별법연구 제7권, 박영사(2005), 825.

6) 자세한 내용은, 성기문, “공지부분이 포함된 특허 및 의장을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특허소송연구 제2

집(2001), 203. 이하; 성기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제 침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제41집(2005), 

413. 이하; 이두형, 앞의 논문, 60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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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상반되는 취지의 판례도 공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7)

  한편, 진보성 판단 가부가 문제되는 침해쟁송은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일반 법

원의 침해소송이 모두 포함되고 대체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양자는 관할기

관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일응 구분함이 바람직하여 보이고, 그중에서도 

같은 기관에서 무효 및 침해쟁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더욱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특이하게도 특허청에 사법권의 일부를 관할하게 한 권리범

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및 그 존폐론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왕 존재하는 제도라면 권리

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까지 허용할 필요성․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존폐론

  1. 법 규정과 연혁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8)

  특허권은 이른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권이나 채권 등의 다른 종류의 권리에 비하

여 권리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그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9)를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등은 허용 취지이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은 불
허 취지인데, 상반되는 판결이 폐기되지는 않았다.

8) 이 규정은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그대로 준용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 제69조(권리범위확인심판)는 “디자인권
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상표법 제75조(권리범위확인심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9) 특허법은 ‘보호범위’(제97조), ‘권리범위’(제135조), 특허권의 ‘효력’(제94조, 제96조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는데, 이것이 1980년 개정전 특허법 제57조나 현행 일본 특허법 제70조의 ‘기술적 범위’와 같은 의미인지에 관하
여 논란이 있는바, 일본의 통설·판례는 보호범위, 권리범위 및 기술적 범위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원래 특허는 그 권리의 객체인 발명이 특정된 다음(독일의 ‘발명의 
대상’이나 일본의 ‘발명의 요지’에 해당하고 사실확정의 성격이 강하다), 제3자의 실시형태가 특정된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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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리(보호)범위를 확정짓는 작용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

임에도, 우리 특허법은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보호범위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다른 심판들과는 달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력 등에 관하여 제135조 외에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심판의 본질이나 그 효력의 내용 및 심리범위 등에 관하여 문

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의 구 특허법[大正 10년(1911)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유래한 것인

데,10) 일본은 昭和 35년(1959년) 개정법에서 이를 폐지하고, 특허청 내의 일종의 감정절차

인 판정제도11)를 도입하였다. 현재 특허청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나

라는 오스트리아 정도에 불과한데,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법원에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으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한

다.12)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가. 기술적 범위와 권리(보호)범위의 구별

  우선, 권리내용이 추상적인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2단계의 판단과정

이 필요하다. 1단계는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13)를 확정짓는 작

효력범위 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침해 여부를 판정하므로(독일의 ‘보호범위’나 일본의 ‘기술적 범위’

에 해당하고 규범판단의 성격이 강하다), 전자의 권리객체의 특정을 기술적 범위, 후자의 보호범위의 측정을 보
호범위, 권리범위, 효력의 범위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제9판), 육
법사(2005), 366. 등].

10) 일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당초 권리 대 권리의 충돌, 모순이 있는 경우에 두 권리 모두를 등록해준 특허청
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나중에는 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까지 기술전문가인 특허
청의 심판을 받아봄이 기술 문외한인 법관이나 검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회실정에 부합하리라는 생각에서 
입법화되었던 것인데, 이는 당시 특허입법자들이 구미를 시찰하면서 독일의 일반법원에서 오판 등이 실제로 논
란됨을 보고 와서 일본국 특유의 제도를 입안케 된 것이라고 한다. 송영식,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한 판례
검토(중)”, 1986. 12. 22.자 법률신문[곽태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 재판자료 제56집(1992), 505.에서 
재인용]

11) 곽태철, 앞의 논문, 505.에 의하면, 일본의 판정제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특허청의 공적 감정의견 내지는 공적 
해석의 성질을 갖고 있을 뿐이고, 이와 대비되는 제도는 독일 특허법 제23조(특허청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인
의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다를 때 법원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할 의무가 있다)로, 독일 특허청은 원
칙적으로 감정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허청의 기술전문적 지식에 권위성과 지도성을 인정
하는 상급감정제도를 두고 있다고 한다.

12) 김원오․표건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연구, 특허심판원(2001. 4.), 12.

13) 주9)의 유력설에 따라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와는 구별되는 의미인 ‘권리객체의 특정’으로서의 기술적 범위일 



- 6 -

업이고(소유권확인소송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것과 같은 작업), 2단계는 그러한 기

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작업(토지소유

권이 미치는 지상․지하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 일조권의 침해 여부 등을 확정하는 작

업)이다. 1단계는 사실관계의 확정으로 기술적 감정인 성격이 강하고, 2단계는 권리관계

의 확정으로 법률해석작용 즉, 사법 고유의 업무인 성격이 강하다.1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이 제도가 위 1, 2단계 중 어느 단계를 확정짓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이다.

  나. 학설

  ⑴ 사실관계확정설1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적 범위에 관한 감정 내지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그쳐야 하지, 

그렇지 않고 권리관계의 확정까지 나아간다면 행정청인 특허청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인

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권리관계확정설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인정되고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도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로 해석하고 있으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

는 소(민사소송법 제250조16))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

니고, 이 제도를 권리관계의 확정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침해소송을 기속하여야 하지

만, 그에 관한 법규정도 없고 현실적으로 기속되지도 않으므로, 그 본질은 사실관계를 확

정짓는 절차라고 한다.

  ⑵ 권리관계확정설17)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권

뿐, 일본이나 일부 학설에서 혼용하는 보호범위와 동일한 의미로서의 기술적 범위가 아니다.

14) 곽태철, 앞의 논문, 505-511.

15) 송영식,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한 판례검토(하)”, 법률신문 제1666호(1987. 1. 5.), 16.; 심재두, “등록실용신
안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례연구 제3집, 서울지방변호사회(1990), 260.; 곽태철, 앞의 논문, 510. [송영식, 심재
두에 관한 부분은, 곽태철, 앞의 논문, 508-509.에서 재인용]

16) 통상, 법률이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설명되고 있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4

판), 박영사(2008), 208.].

17) 최정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고”, 특허소송연구 제3집(2005), 29.; 신성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
계인, 심판의 대상, 심리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창작과 권리 통권 제11호, 세창출판사(1998), 4.; 김인섭, “권리범
위확인심판제도의 문제점”, 사법행정(1980. 9.), 35[곽태철, 앞의 논문, 5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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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정하는 제도라고 보는 견해로, 민사소송의 원칙상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쟁송의 이익이 없고,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확정되면 기판력과 비슷한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질은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

에서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특허권의 침해 여부(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나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같은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고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8)

  다. 판례

   일관되게 권리관계확정설에 입각하여 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나 실

용신안 자체의 발명이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한

다.19)

  라. 사견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이 제도에 관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론적으로는 사실관계확정설이 타당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도의 존폐에 관

하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제135조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제목 아래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

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례와 같이 권리관계확정설을 따르

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8) 박성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도 그대로 
미치는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판례해설 62호(2006 하반기), 281-282.는, 침해소송에 있
어서는 원고가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 항변을 
한다든가 혹은 이미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류의 항변은 있을 수 없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특허심판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식의 항
변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항변사실과 재항변사
실을 주장하는 동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대상을 대비함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

19) 대법원 1963. 9. 5. 선고 63후11 판결;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후18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후6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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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론

  가. 폐지론20)

    권리범위확인심판은 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② 이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으며, ③ 침해분쟁에 있어서 중간확인적인 판단에 불

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④ 실무상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⑤ 심결은 침해소송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결론이 상충할 때는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일본의 판정제도

와 유사한 제도로 대체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나. 실제적 기능론21)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종래부터 그 본질이나 효력의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끊임없

이 계속되었으나, 적어도 이 제도는 실제로는 특허권자와 이에 대항하는 자 사이에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심판청구하여 심결의 결론에 따라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

구에 이르지 아니하고 화해가 성립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용되어 왔고, 사건 

수 또한 다른 심판사건의 수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실제적 기

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사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분배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제도의 존폐에 관하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적 기능론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현실에서 실제 담당하는 역할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왕 존재하는 동안에

는 무익한 절차가 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 최성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조 43권 10호(통권 457호)(1994), 47.; 박정희, “권리
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허소송연구 제3집(2005), 440.; 김철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사법논집 39집(2004. 12.), 567.

2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2006), 162.; 권택수, 앞의 논문, 817.; 이두형, 앞
의 논문, 668.; 김원오․표건호, 앞의 책, 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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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가부

  1. 문제의 소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침해쟁송절차에서 하자 있는 특허의 보호범위나 침해 여부가 문제

된 경우, 특허무효 절차를 통한 무효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하자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하여 별도의 무효쟁

송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보호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효쟁송절차를 담당하는 특허청, 특허법원이 침해쟁송절차의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담당하기 때문에, 위 심판절차에서 무효사유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른바 ‘청구범위 해석론’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중에서 무

효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절충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외에, 신

규성이 없는 경우,22) 명세서의 기재 불비로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23) 및 실

시불가능한 경우24)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사실상 무효 판

단을 하고 있거나,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

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

는 방법으로25)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해결방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무효의 항변 또는 권리남용

설 등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모인출원(특허법 제33조 제1항), 선원주의 위반(특허법 제36

조) 등 다른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여전히 문제되는데, 특히, 특

허발명 자체의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지가 최대 쟁점으로 되고 있다.

  이하, 침해쟁송에서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외국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 필요성․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기

2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2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후106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
10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24) 대법원 1985. 4. 9. 선고 80후3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
2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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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2. 침해쟁송에서의 무효 판단에 관한 입법례26)

  가. 미국27)

    미국 특허법 제282조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은 유효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고, 침

해소송의 피고는 항변을 통해 위와 같은 추정을 깨고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의 항변을 주장하거나, 반소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든지 또는 침해소송과는 별도

로 본소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소송의 판결이유에서 판시된 

특허의 무효판단에 관하여는 일정한 구속력이 인정되어, 특허권자가 최초의 소송에서 절

차상, 실체상, 증거상 적정한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그 

후의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에 관하여 다툴 수 없

다. 법원은 위와 같은 소송계속 사실 및 판결 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고, 특허청은 이를 

특허원부에 첨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일반 법원에서의 무효판단절차 외에도 특허청에서도 특허의 유효성 판

단을 할 수 있다. 재심사(Reexamination, 무효심판청구와 유사)28)와 재발행(Reissue, 정정

심판청구와 유사)29)이 그것이다. 재심사는 특허청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당초의 심사절차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선행문헌 등을 포함하여 다시 특허심사를 

행하는 제도로서, 재심사의 청구인 내지 청구기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재

26) 최성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법판례백선
(Ⅰ), 박영사(2006), 134.; 박성수, 앞의 논문[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4.(주로 
知的財産訴訟 外國法制硏究會, 知的財産訴訟制度の國際比較, 株式會社 商事法務(2003), 162. 이하를 참조했다고 
한다]; 이진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한 심리판단의 가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2007
년 세미나 발표자료(코트넷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실), 8.; 조현래,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
효항변의 허용여부 및 권리범위 해석”,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 375. 등 참조

27) 미국의 특허무효 판단 절차 및 Reexamination, Reissue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onald S. Chisum, 

ELEMENTS OF UNITED STATES OF LAW(second edition), 英和對譯 アメリカ特許法とその節次”, 雄松堂
(2000), 682. 이하; Irah H. Donner, Patent Prosecution - Practice & Procedure Before the U.S. Patent 

Office(third edition),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2003), 1583. 이하; Donald S. Chisum 외 4, 

PRINCIPLES OF PATENT LAW - CASES AND MATERIALS(third edition), Foundation Press(2004), 1059. 이
하 등 참조

28) 35 U.S.C. 302

29) 35 U.S.C.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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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발행된 특허나 인쇄출판물 등 문서 형식의 자료에 기한 이

유에 한한다.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보정을 행할 수 있다. 재발행은 특허권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권리로서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무효인 경우에 당해 특허권을 정정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은 소송절차와 재심사 절차의 조정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 대

하여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소송절차

의 진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일반 법원과 특허청에서의 무효판단절차는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으로 항소심 관할이 집중된다.

  나. 독일30)

    침해소송을 취급하는 주 지방법원은 당해 특허권의 유효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일단 부여된 특허에 관하여는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무효절차에 있어서 

무효로 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취급된다. 단, 무효절차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무효라고 판

단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침해소송절차가 중지된다.

  특허무효절차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는 특허청의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연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진행된다.

  다만, 무심사주의로 운영되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의 경우와 달리 침해소송에서 

무효의 주장이 인정되고, 침해법원에 의한 무효의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짐에 

그친다.

  다. 일본31)

   대심원이32) “특허청의 전속권한인 행정처분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무효를 통

상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무효심판제도를 둔 취지가 손상되므로, 특허청이 부

30) 이장호,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제1집(1999), 177.에 의하면, 

1961년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될 때 침해소송의 관할까지 집중되지 못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각 주(Land)들이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각 주의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던 특허침해사건을 연방특허법원으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31) 이른바 ‘무효의 항변’을 둘러싼 ‘킬비’ 판결, 특허법 개정 및 실무 변화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竹田 稔, 知
的財産權侵害要論(特許․意匠․商標編, 第5版), 發明協會(2007), 317. 이하; 淸水節, “無效의 抗辯”, LP Series 3 知
的財産關係訴訟(飯村敏明, 設樂隆一 編著), 靑林書院(2008), 119. 이하; 市川正巳, “特許權侵害訴訟における無效理
由の判斷”, 知的財産法の理論と實務 2(牧野利秋 等 編集), 新日本法規(2007), 107. 이하 등 참조

32) 大審院 明治 37. 9. 15. 刑錄 10輯 16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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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특허는 특허청의 심결로서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일반 법원에서 그 특허의 당부 

및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무효판단 부정설을 채용한 이래,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위 2000년의 ‘킬비’ 판결에서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심리의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하여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무효

판단 긍정설을 채용하였다.33)

  위 ‘킬비’ 판결 이후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자주 인용되자, 2004년 개정 특

허법에서 제104조의 3으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내용

이 불명확하고 실무상 경시되어 단순한 무효와 차이가 없던 ‘명백성’ 요건을 규정하지 않

았으며,34)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한편,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고등재판소 내에 특별지부의 형태로 지적재산고등재판

소를 설치하고, 특허․실용신안 관련 침해사건의 제1심은 동경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

재판소에서,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은 모두 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각각 관할하

도록 하여 관할집중을 도모하였다.

33) 무효판단을 인정하는 근거로, ①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당해 발명의 실시행위의 금
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용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위 발명을 실시하
는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② 분쟁은 가능한 한 단
기간에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침해소송
에 있어서, 우선 특허청에서의 무효심판을 경유하여 무효심결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무효사유를 이유로 하여 특
허권의 행사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특허의 대세적 무효까지도 구할 의
사가 없는 당사자에게 무효심판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을 들었다.

34) 위 ‘킬비’ 판결의 ‘명백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는 무효사유의 존재에 관한 명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행정법
상 행정처분의 무효요건에서 말하는 명백성(행정처분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임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과는 다른 것이지만, 어느 정도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되었는바, 통상의 본증의 정도보다 높은 심증이 얻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 통상의 본증의 정도의 
심증이 얻어지면 족하다는 견해 및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지 어떤지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등이 있었
지만, 최고재판소가 당해 특허권이 ‘명백하게’ 무효인 것을 무효항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무효
로서 충분하다고 하면 행정법의 일반이론, 즉 행정처분은 명백하게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법리와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실무상 ‘명
백성’ 요건은 경시되어 단순한 무효와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이한주, 앞의 논문, 582.; 박성수, 앞의 논문(침해소
송에 있어서 특허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8.; 이진희, 앞의 논문, 11.; 淸水節, 앞의 논문, 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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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설의 대립35)

  가. 부정설36)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침해쟁송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

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주된 논거는 권한분배의 원칙과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인 것으로 보인다.

  ① 우리 특허법은 입법정책적으로 특허의 부여와 그 박탈(무효)은 특허청이, 특허의 해

석은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권한분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무효심판과 권리범

위확인심판 등은 서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절차를 통해서만 주

장, 판단될 수 있다.

  ② 특허법 제133조의 무효사유는 예시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 

무효심결은 당연무효의 확인행위가 아니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하자 있는 특허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상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등록된 특허의 전부가 공지공

용인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은, 판결 당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37)가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었던 관계로, 공지공용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도 일단 등록을 받

은 이상 5년의 제척기간만 도과하면 무효심판청구의 길이 막히게 되어 영구적․확정적으

로 유효한 권리가 되게 되고, 이 경우 그 배타적 권리행사로 인하여 이미 동일한 기술을 

35) 주로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인권과 정의 제279호, 대한변호사협회(1999), 69. 이하; 권택수, 앞의 
논문, 821. 이하; 이진희, 앞의 논문, 21. 이하; 이수완, “특허의 무효와 침해”, 특허소송연구 제1집(2000), 103. 이
하의 분류방법과 각 학설의 근거를 참조하였는데, 일부 견해를 제외하고는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
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36) 송영식, 앞의 논문(공지공용부분을 포함하는 특허의 권리범위의 해석), 252.[다만,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
의 책, 493-497.은 침해쟁송에서 모든 무효사유에 관한 심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론상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무효의 항변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권리남용의 항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곽태철, 앞의 논문, 531.; 한창호, “특허권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제항변”, 재판자료 제56집(1992) 391.; 황경남, “특허무효심판”, 재판자료 제56집(1992) 

451-457.[한창호, 황경남에 관한 내용은, 최성준, 앞의 논문(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65.에서 재인용]

37) 구 특허법 제98조 : “특허가 특허출원 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44조에 규정하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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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던 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규성 결여사유에 대해서만 효력을 제외한 것이고, 당시 진보

성의 판단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④ 신규성 판단은 명백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나, 진보성 판단은 판단 과정이 복잡하

고 가설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신규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논리를 

진보성 판단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⑤ 신규성 결여시 권리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논리는 별론으로 하고, 진

보성 판단을 포함하여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면 ‘등록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

에 이르는 청구’라는 이유로 권리 대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불허하는 

판례에도 배치된다.

  ⑥ 특허법 제164조가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도 무효심판의 

확정시까지 무효를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침해소송

에서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⑦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장차 폐지되어야 할 제도인바, 만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효심판제도보다도 더 이용할 것이고, 이는 무효심판제도를 형해화

함은 물론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폐지방향과도 배치된다.

  ⑧ 현재 침해소송 관할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무효쟁송과 침해쟁송의 

관할 집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무효항변을 인정할 경우 침해법원에 과중한 부담

을 주고 모순 판단의 위험과 절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진보성 결여의 판단이 미묘한 

것인 경우에 침해소송에서의 판단과 무효심판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침

해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허권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오히려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 긍정설38)

38) 박정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재산21(통권 
제91호), 특허청(2005. 7.), 11.; 이수완, 앞의 논문, 117.;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1998), 261.; 최춘근, 

“일반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특별법연구 제4권(1994), 457.; 조현래, 앞의 논문, 407.; 황주
명,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특허권의 효력”, 법률신문(1984. 7. 23.), 4.; 이해우, “공지공용부분의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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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침해쟁송에서도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음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 주된 논거는 형평의 이념과 소송경제로 보

인다.

  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보호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허권이 형식적으

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될 특허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은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이러한 법정신은 별도의 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특허법 체

계보다 우선한다.

  ② 특허권은 특허청의 특허부여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발

생한 특허권은 사권의 하나로서 그 보호범위는 소송의 현장을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 법

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법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것이

고, 침해쟁송의 소송물은 특허권의 객관적 효력범위 즉,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범위에 대

한 판단일 뿐, 특허권의 존부와 적극적 효력의 범위의 판단이 아니며, 그 판단결과도 당

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대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의 무효화 권리

를 특허청에 부여한다는 권한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③ 특허청에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 권한분배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④ 특허법 제133조의 무효사유는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무효사유는 모

두 행정법이론에서 말하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특허의 무효심결은 당연무효의 확

인행위에 불과하고, 특허권의 설정행위에 실질적 적법성을 보장할 합리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법성을 추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무효심판절차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절차에서의 무효사유 판단을 전적

으로 금지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⑥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침해쟁송절차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을 그 권

법률신문(1983. 9. 12.), 12.[황주명, 이해우에 관한 내용은, 최성준, 앞의 논문(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65.에서 
재인용]

  한편, 이에 관한 명백한 입장을 제시한 글은 아니지만, 성기문, 앞의 논문(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제침해에 관한 
실무적 고찰), 459-461.도 권리남용설을 취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이 사실상 당연무효의 
항변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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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범위를 부정하기 위하여 항상 무효심판을 중복하여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

제에도 반한다.

  ⑦ 신규성과 진보성은 엄격히 구별하기 어렵고, 양자 모두 기술에 관한 분석을 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신규성이 없는 영역이나 진보성이 없는 영역은 다 같이 만인이 침해

당할 염려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영역이므로,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공

지기술을 고려할 때 신규성의 공지영역은 물론 진보성의 공지영역도 포함시켜야 한다.

  ⑧ 우리 판례는 이미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경우는 물론 특허발명이 실시

불가능하거나 기재불비로 특정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침해대상물이나 확인대

상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자유실시기술) 등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진보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효사유

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권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따를 경우, 심판제도가 왜곡되고 이를 이용하는 당사

자들로부터 전반적인 불신이 초래된다. 특히,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무효심판 심결의 확정 전에 이루어지느냐, 후에 이루

어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양 심판이 특허청에 동시에 계속되었다가 같은 날 심

결할 경우, 무효심판에서는 당연히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심결할 것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무효인 특허발명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확인대상발명과 대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종래 특

허발명의 무효사유가 대부분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러하다) 결국 심판제도를 비롯한 특허제도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다. 절충설

   침해쟁송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원칙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

양한 현실적, 이론적 근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들이다.39) 침해쟁송에서의 진보

39) 한편, 이두형, 앞의 논문, 635.는 침해쟁송에서 무효사유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이론 구성을 채택하는 것이 특허법 및 그 기본원리에 합치하고 실제상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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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침해법원의 심리능력 향상과 판단의 모순, 저촉을 피

하기 위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⑴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가능하다는 설40)

    침해소송에서는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무

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무효심판에 의하여만 무효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기

본적 이유가 특허청이라는 기술적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

에 있다고 보면 같은 특허청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법원도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심결의 취소소송의 전속관

할권이 있는 전문법원으로 기술심리관들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

반 법원과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

의 무효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⑵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동시 판단시에는 가능하다는 설41)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리되었다가 같은 날 심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

허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⑶ 침해소송에는 긍정적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부정적인 설42)

   소송경제의 측면, 신규성 판단 등을 인정하는 판례와의 일관성 확보,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우리나라도 침해쟁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을 인정함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

서, 다만, 무효항변이 인정되는 절차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허무효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무효항변을 인정

는데, 개별 무효사유별로 적합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바, 전부 공지의 경우는 공지사항제외설, 개시 
불충분의 경우는 기술적범위 확정불능설, 모인․선원의 존재․조약 위반 등의 경우는 당연무효설, 상대방이 실
시하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어떤 이론을 적용하는지에 관계 없이 
자유(공지)기술의 항변설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현재의 권리남
용설은 그 이론적 근거, 일반 권리남용 이론과의 정합성 문제 및 구체적인 요건(명백성, 무효사유 적용범위 등)

이 아직 명확하지 아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다.

40) 김인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공지공용사항을 포함하는 특허권의 효력과의 관계”, 특별법연구 제1권
(1982), 88.[최성준, 앞의 논문(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65.에서 재인용]

4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의 원심 등 종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권택
수, 앞의 논문, 828.에서 인용).

42) 박성수, 앞의 논문(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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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는 판단의 상충 등 다소의 위험이 있고, 원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의 기술적 범

위와 확인대상발명의 일치 여부를 심판함에 본질적 가치가 있는 절차이므로 과중한 법적 

무게를 주는 것이 어떤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⑷ 진보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

  일설은,43) 권한분배의 원칙을 근거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판단 불가의 법리'

를 인정하면서도, 진보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만큼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법리의 적용을 완화하여 진보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자고 한다.

  다른 일설은,44)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을 근거로 무효심판은 특허처분을 무효화시키는 

형성적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이고, 특허법 소정의 무효사유는 처분취소사유에 불과하므

로 당연무효설은 취할 바가 못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

라도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가 여부에 관

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한 금지ㆍ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

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위 일본의 ‘킬비’ 판결이 특허무효심판

에 관한 특허법 규정이나 무효심판의 본질과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한정적 

권리남용설’이라고 한다.

  ⑸ 신규성 개념을 확장하여 해결하려는 설

   원칙적으로 침해쟁송에서 진보성판단 불가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신규성 개념을 확장45)하자는 견해이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신규성까

지 부정하여(따라서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게 된다) 그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를 전부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등은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구별되어야 하나, 

43) 최성준, 앞의 논문(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73.; 권택수, 앞의 논문, 829.; 박길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
한 소고-보호범위의 특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92호, 특허청(2005. 9.), 151.

44) 이한주, 앞의 논문, 592.; 이진희, 앞의 논문, 27.도 같은 입장이나, 다만, 그 명백성 요건에 관하여는 달리 해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한주, 593-594.는 무효심판 계속과는 무관하게, 장차 정정을 통하여 권리를 유효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이진희, 28-29.는 무효심판이 청구될 것을 조건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
효심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될 것이 예견되는지 여부를, 각각 명백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45)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 책, 223.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을 공지기
술에 준하는 것(準공지)이라고 하여 신규성에서 말하는 공지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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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

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진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신규성의 개념

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있다.

  4. 판례

  가. 긍정설로 보이는 판례

    대부분이 특허청 항고심판소 시절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 사건과 같이 판단

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상고사건에서 선고된 판결들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

록된 권리가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권리범위

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 근거를 자세하게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①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후2225 판결46) [권리범위확인(실)]

   “(가)호 고안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건 고안의 출원 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본건 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는 인정되

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본건 고안이 당업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

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에 불과할 뿐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무효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본건 발명

과 위 인용발명들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

46) 같은 취지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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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고, 또한 본건 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

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할 것이

므로, 본건 발명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심판청구인은 이 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이 모두 공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성이 없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도 보여지므로 마땅히 

원심으로서는 이 건 등록고안에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가)호 고안이 공지의 기술

들을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고안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

이다.” 

  ④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6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1)으로부

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

신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렇

다면 (가)호 고안은 설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심사유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방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 부정설로 보이는 판례

  ①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

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

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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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

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등록된 특

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소위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

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인가의 신규성의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가의 진보성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나, 발명의 신규성

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

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

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

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47)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

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

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

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

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

47) 위 판결 이후,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손해배상(지) 등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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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

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무고․특허법위반]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

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

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가처분 사건의 판례

  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48)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

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

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

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

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만

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

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가처분이의]

48)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 제2항으로, 현행 민사집행법 제
300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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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의 구

성요소 중에서 가열기와 세제통을 제거한 나머지 세척장치의 기술 구성과 인용고안 2의 

분뇨취차단장치의 기술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

두 변기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

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

지 아니하고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③ 서울고등법원 2006. 8. 24.자 2005라974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 

12. 22.자 2006마1074 결정으로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

들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차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④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특허권침해사용금지가처분]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

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

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고, ……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

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 24 -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판례의 분석

  대법원은, 일반 법원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침해쟁송에 대하여는 위 나.항의 ①, ③ 

판결과 같이 일관되게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선언하여 왔지만, 권리범위확

인심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① 내지 ④ 판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38 판결

까지)까지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다가, 위 나.항의 ② 판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에 이르러 입장을 바꾸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

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 요건으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요건으로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보성 유무를 심리․판

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이래로 일관되게 진

보성 판단을 허용하여 오고 있다.49)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들고 있는 근거는 앞서 본 

신규성, 기재불비 및 실시불가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일본의 ‘킬비’ 판결이나 다수 학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권리남용론과는 차

이가 있다. 권리범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무효 선언에 준하는 것임에 비하

여, 권리남용론은 일응 권리범위는 인정하되, 구체적 사건에서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의 방론에서 위 일본의 ‘킬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권리남용론에 의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후속 판결로 그 정확한 의미를 판시하지는 않

고 있으므로, 위 판결만으로 진보성 판단 가능 여부나 그 근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49) 서태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과 특허무효”, 인권과 정의 제243호, 대한변호사협회(1996. 11.), 149.도 같은 입
장에서, 위 나.항의 ① 판결(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도 무리하게 신규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진보성 문
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 판단을 함으로써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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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와 같이 반대 취지의 판결을 거듭 하면서도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

의 배치되는 판결들을 폐기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다툼의 여지를 남긴 것

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50)

  아무튼, 현재의 주류적 실무는 위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 사건을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한 침해쟁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고,51) 판례가 이를 불허하는 주된 근거로 특허청(특허 부

여)과 법원(특허 해석)의 권한분배의 원칙과 동일 권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방지

로 이해되고 있으나,52) 상당수의 침해소송 하급심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2004. 10. 28. 선

고 2000다69194 판결을 원용하여 권리남용론에 의하여 사실상 진보성 판단을 하고 있다

고 한다.53)

  5. 사견

  현재 실무상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면 상당수의 분쟁이 다음과 같은 중복된 절차를 밟

아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권자는 일반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으로써 침해금지,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 등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

하면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

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 하자를 주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특

허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되며, 이에 일반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전문기관인 특허심

판원과 특허법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참고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는 동일 특허권에 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은 통상 관련 사건으로 같은 심판부․재판부에 배당되는바, 이 경우 상당수의 특허권이 

50) 권택수, 앞의 논문, 827.; 이한주, 앞의 논문, 588.

5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212.

52) 최성준, 앞의 논문(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70.

53) 이진희, 앞의 논문, 23.; 최재혁,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한 항소심 사례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회 
2006년 세미나 발표자료(코트넷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실), 6.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8802 판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13882 판결로 상고기
각)과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나61272 판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다46124 판결로 상고기각)

은 모두,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한 다음 권리남용론에 근거하여 원고의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에 별도의 무효심판 절차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그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 등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옳다고만 하였을 뿐, 

원심의 권리남용론에 의한 이유 설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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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에서는 진보성 부정으로 등록무효 판단을 받으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서는 진보성 판단이 불가하여 유효한 특허권으로 권리자가 승소하게 되고, 이러한 동일한 

재판부의 동일한 당사자․특허권에 대한 모순된 판단 결과는 최종적으로 무효심판의 확

정에 의하여 해소되며,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권리자가 승소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는 무용의 절차가 되고 만다.

  따라서 대표적인 독일법계 국가인 일본까지도 침해쟁송절차에서 특허권 판단을 허용하

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중복되고 모순된 실무 관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자는 의미에서, 종래 침해쟁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불

가 법리가 내세우는 주된 법리적, 현실적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한

다. 나머지 근거에 관하여는 앞서 본 긍정설의 다양한 법리적, 현실적 근거를 인용한다.

  가. 권한분배론과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하여

   침해쟁송에서 진보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부정설 및 판례의 주된 이론적 논거는 특허

청과 법원 사이의 권한분배론과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긍정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작용에 속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한 것에서부터 권한분배론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법치행정의 강화에 따라 과거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도 많이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권인 특허권 부여행위에서 그 사권의 효력에까지 본래적 의미의 공정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비록 그 제도적 의미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

라도, 권한분배론과 공정력 이론이 절대적인 원칙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대부

분의 특허 선진국의 입법례가 침해쟁송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

리나라 실무에서도 이미 침해쟁송에서 신규성, 기재불비, 실시불가능 등의 무효사유를 판

단하여 그 권리범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태이므로, 더는 권한분배론과 공

정력 이론만으로 진보성 등 다른 무효사유의 판단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54) 더구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의 권한을 가진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권한분배론과 공정력 이론에서 더한층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54) 서태환, 앞의 논문, 150.은 특허청에 의한 무효심판제도도 제도의 원취지와는 달리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저해
하고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의 관할하에 두어 
심리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허분쟁의 무익한 장기화를 막고 특허권 등 권리범위의 해석기준을 통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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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권한분배론과 공정력 이론에 의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유무나 권리행사의 가부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이고, 권리남용론 등에 의할 경우 일응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

리범위는 인정하되 구체적 사건에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그 판단의 효

력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대세적 

효력까지 미치는 등록무효심판과는 내용과 효력이 달라 권한분배론과 공정력 이론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심리부담과 판결의 모순, 저촉 우려에 대하여

   심리부담의 문제는 현재 일반 법원의 기술사건에 대한 심리능력이 문제되겠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침해소송법원의 심리능력이 향상되는 추

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법원이 주도하는 영미식의 재판운영으로 발전될 것이고,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는 견해55)가 아니더라도, 종래에 비하여 일반 법원의 기술사건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민사소송법의 감정 제도나 최근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진보성 판단에 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의 문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 재판 작

용에서 늘 있는 문제로서 특히, 당사자나 대리인의 소송수행능력에 기인하는 바가 클 뿐

만 아니라, 이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하의 재판제도가 이미 예정하고 있는 문제로 진보성 

외의 다른 무효사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결과의 통일을 위하여 다른 심판

이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거나, 최종심은 결국 대법원 1곳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침해쟁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심 단

계에서 무효쟁송과 침해쟁송의 관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56)

  한편, 침해쟁송절차에서 진보성 등 대부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무리한 ‘청구범위 해석론’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좁게 인정하려는 과정에서 

동일한 청구범위에 대하여 판단시기나 판단자에 따라 권리범위의 폭이 달라지는 모순, 저

55) 송영식 등, 앞의 책, 494.

56) 이진희, 앞의 논문, 30.에서는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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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 발생하는 문제도, 무효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심리부담이나 모순판결의 문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기관에서 판단하는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결론 사이에 모순․저촉이 생기고 있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행정과 재판의 혼혈아’라고도 불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법적 성격 및 

그 존폐론에 관하여 알아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의 허용 필요성에 관하

여 검토하였다.

  앞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본질론에서 검토하였듯이, 이 심판의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현행법 해석으로는 권리관계확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사법작용의 성질이나 이 

제도에 관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론적으로는 사실관계확정설이 타당하

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도의 존폐에 관하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정 부분 특허분쟁 해결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다른 심판사건의 수에 비하여 결코 적

지 않게 활용된다는 현실적 기능 또한 당장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차 폐지될 제도라도 이왕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익한 절차가 되지 않게 운영

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한 침해쟁송 절차에서 진보성 판단 불가’의 법리가 주된 근거

로 하는 권한분배론과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 및 심리부담이나 판단의 모순, 저촉의 우

려 등이 일정 부분 타당한 면도 있으나, 하자 있는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할 특허 제

도의 본질이나 형평의 이념 등의 법 정신, 신규성 등 다른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및 분쟁

의 신속한 해결과 무의미한 소송절차의 반복방지 등의 관점에서, 위 진보성 판단 불가의 

법리와 이에 따른 현행 실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그 법적 성격과 관할 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많은 논의와 새로운 입법 또는 판례의 통일을 기대하여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