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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

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등록무효(특)】

[공2019상,830]·10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그에기초한권리행사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및민사

법원에서권리남용판단의전제로용이창작여부를심리하고판단할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

인침해금지등] [공2018하,2049]·11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상표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10월 24일부터 공유자 중 1인만으로도 가

능하다(개정 상표법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현

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공유 상표

권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 등록되어 공유자 중 1

인이라도 미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되었다. 그러나 10년

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민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

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다른 공

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을 해 주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2015-2017년

에 갱신 등록 신청된 179건의 공유 상표권 중 43건(24%)

이 공유권자전원미신청으로반려되었다.  

공유 상표권은 공동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세

사업자들의 공동 출원이 대부분이다(2017년 상표공동출원

5,069건중 개인간 공동출원 3,192건(63%)). 따라서 금번 상

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 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편리하게 연장할 수 있어서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공유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

정하는 경우, 여전히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

다(상표법 제93조). 따라서 공유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발

생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시 지분 양도나 사용권 설정이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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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표권 갱신, 앞으로 혼자서도 가능
변리사 이경숙



2019년 8월 3일부터 외국인이 미국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

는 관련 규정 미비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USPTO의 온라인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상표출원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USPTO에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점이 많아지자

USPTO에서 37 CFR Parts 2, 7, and 11를 개정해

금번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대리인에게는 변

호사 자격증을 받은 주가 어디인지, 현재 유효한 변호

사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이 규정은 상표출원 뿐만 아니라 상표

중간사건대응, 마드리드가거절등에도적용된다.

금번 법개정은 외국국적 출원인의 상표출원이 비약적

으로 증가한 것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아래의

USPTO의 미국상표출원통계(2018.12.10 기준)가 이를

보여준다. 미국상표출원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

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외국국적 출원인의 본인출원비

율이급격하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이는 주로중국

출원인들의영향인것으로보인다.

2차적 원인으로는 미국상표출원시 필요한 제출 서류

의부실문제를들수있다. 특히, 미국상표출원에필요

한 미국내 상표사용증거제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한 시제품이나 디지털 변조된 견

본이제출되어왔다.

금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은 반드시 미국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상표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외국인

들의 미국상표출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상표출원의 품질 저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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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마우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는 상당

히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라이선싱수입때문이다. 저

작권과 관계된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은 전세계를 통틀

어 압도적 1위($149.6B, 2017년 통계)이며, 2위인 영국

($14B, 2017년 통계)의 약 10배이다. 그리고 미국의 라

이선싱 수입은 전세계 라이선싱 수입의 55.1%를 점유

할 정도로 막대하다. 한편, 미국의 저작권 소송은 콘

텐츠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많이 이루어지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에 의한 소송도 많다. 따라서 한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사전에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적인 사항은아래와같다.

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미국변호사 김헌준

미국상표출원시 미국 리인 고용 의무화
미국변호사 김헌준

출원인 국적 구분 FY2015 (14.10-15.09) FY2016(15.10-16.09) FY2017(16.10-17.09)

외국
본인출원비율

대리출원비율

19%

(70,853)

25.4%

(17,967)

74.6%

(52,886)

22%

(80,706)

35.9%

(31,475)

64.1%

(56,231)

26%

(115,402)

44%

(50,742)

56%

(64,660)

미국
본인출원비율

대리출원비율

81%

(301,098)

25.3%

(76,140)

74.7%

(224,958)

78%

(306,218)

27.2%

(83,161)

72.8%

(233,120)

74%

(320,885)

28.5%

(91,593)

71.5%

(22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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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저작권 보호대상물

저작물 소유권

저작권 발생시점

저작권 등록

1

2

3

4

5

창작 저작물부터 생존기간 + 사망 후 70년 (1978년 이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무언극/무용저작물, 회화/그래픽/조각 저작물, 영화/

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

원칙적으로 저작물 창작자에게 있으나 고용/주문에 의한 제작시 고용주/주문자가 소유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에 자동 생성되어 효력 발생 (등록은 대항요건) 

공개후 3개월 이내가 바람직하며, 미국 저작권청에서 담당

NO 내용항목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시에 바로 발생하지만 미국

소송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

에저작물을먼저등록해야한다. 이 경우, 저작권을다

음과같이활용할수있다.

1. 소송시 저작권자/소유권자가 법적으로 저작권의 소유

권이 있다는 증거 자료

2. 저작물의 창작 시점에 대한 증거 자료

3. 경고장 발송시 저작물 등록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동

봉

4. 저작물 공개후 3개월내, 늦어도 5년 이내 등록시 손

해배상에 유리 (아래 그림 참조)

•실제손해배상+법적배상(max $150,000)
•변호사 비용청구 可 자명한 증거로서의 위상

저작물 공개

3개월 내

5년 이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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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변리사, 2019 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연사로참여

YOU ME 특허법인 이원일 파트너 변리사가, 6월

20~21일 양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19

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 연사로참여하였다.

특허업계에서는 최초로 이원일 변리사가 연사로 나서

“IP 전문가 개인투자조합의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컨퍼런스참석자들의뜨거운호응을받았다.

강연에서 이원일 변리사는 YOU ME 특허법인의 변리

사들이 출자하여 2016년부터 운영중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사례들을 소개하고, IP를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방안

에대해설명하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가지는 네트워킹 모임으로 올해 5회째 행사

가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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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2

1982

1994

원고 vs. 피고 판결 요약

원고 게임의 캐릭터, 캐릭터 역할, 캐릭터 표현 등이 모두

동일하여 피고 게임을 저작권 침해로 판결 (Nintendo v.

Elcon, 564 F. Supp. 937)

출구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설정이나 원고

게임의 고블러가 알약을 먹고 5초 동안 유령을 쫓아가 잡

아 먹는 설정이나 고블러로 변신시의 표정이 피고 게임과

유사하여 예술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판결 (Atari v.

Philips, 672 F.2d 607)

창작성이 낮고 예상하기 쉬운 설정으로서, 게임 컨트롤은

기능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고 싸움 동작들도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원고 게임의 매직 동작은 창작적

표현에 해당되나 피고 게임은 이와 달라서 저작권 비침해로

판결 (CapCom v. Data East ND CA 1994)

Donkey Kong vs. Crazy Kong

Pac-Man vs. K.C. Munchkin 

Street Fighter vs. Fighter’s History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

르고 있다. 그러나 화면 구성, 게임 방식, 전체적인 느

낌을 유사하게 표절한 비디오 게임이 등장해 원 비디오

게임 제작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비디오 게임을 출시한다고 가정시 비디오 게임에 대한

미국 저작권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필

요가있다.

미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비디오 게임의 아이디어

가 아닌예술적표현또는창작적표현에가깝다. 그러

나 실제로 미국의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판례들

을 보면 이러한 구분은 다소 모호해진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디오 게임 관련 주요 미국 저작권 판

례를아래에정리한다.

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미국변호사 김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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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위의 미국 판례들로부터 비디

오 게임에서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비디오게임의각

구성요소별로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 여부가 다르

기때문에비디오게임제작시유의가필요하다. 

2012

2012

2014

Tetris vs. Mino

Triple Town vs. Yeti Town

연도 원고 vs. 피고 판결 요약

떨어지는 조각을 맞추는 퍼즐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는 보호되

지 않으나 i) 조각들이 낙하하면서 회전하고 맞추면 없어지는

등의 움직임, ii) 낙하하는 조각들을 유령 형태로 미리 보여주

는 것, iii) 조각 디자인 자체는 각각 예술적 표현이어서 아이

디어, 룰, 기능과 구분되고, 피고 게임이 이 예술적 표현과 유

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결 (Tetris v. Xio Interactive, 863

F.Supp.2d 394)

원고 게임에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면서 객체를 짓

는 계층(hierarchy) 패턴, 점수, 코인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

이 아니나 적(곰 vs. 예티)이 야생 동물이고, 계층 패턴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표현에서 피고 게임이 유사하고 게임 블로거

들의 양 게임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저작권 침해로 판

결 (Spry Fox v. LolApps (WD WA 2012))

게임 규칙, 점수, 플레이어들의 간격, 액션 카드, 상벌은 저작

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캐릭터 역할은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

작권 보호 대상이며, 캐릭터의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선택한 움직임과 표현이 같다면 저작

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서부극 vs. 삼국지로 게임이 너무 달

라서 저작권 비침해로 판결 (Da Vinci v. Ziko Games (SD

Texas 2014))

Bang vs. Legend of Three Kingdom

게임 아이디어, 

규칙, 기능

게임 구성, 

설정 구조

캐릭터 아트워크

캐릭터 동작

X

O

O

△

1

2

3

4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님

단, 예외적으로 게임 규칙과 창작적 표현 결합시, 이를 구분해 창작적 표현을 강조하면 적

어도 창작적 표현은 보호 가능 (위의 Tetris 사례)

창작적 표현이 잘 반영된 경우 보호 가능하고, 게임 설정이 특이할수록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짐

전에 없었던 창작적인 캐릭터의 유사 모방에 대해 보호 가능 (왼쪽의 Donkey Kong 사례)

캐릭터가 가능한 움직임 또는 표현이 한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보호받기 어려우나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움직임 또는 표현은 보호 가능 (왼쪽의 Street fighter의 매직 동작

은 창작적 표현이나 통상적인 싸움 동작은 창작적 표현이 아님)

NO 설명구성요소 보호 가능 여부



I. 서론

불과 5-6년 전만 해도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기능적인

표현으로기재되어다소넓게기재된경우에도등록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특허 심사를 보면

구체적인 구조적인 한정 없이 기능적으로만 표현된 경우

에는, 명세서에 충분한 기재가 없는 이상,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지않다는이유로거절될가능성이높아서, 특허 등

록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

의 ENZO LIFE SCIENCES, INC. V. ROCHE

MOLECULAR SYSTEMS, INC. 판결 역시, 기능적으로

표현된청구항인경우, 충분한 실시예를기재할것을요구

하고있다. 

II. 배경

예일 대학의 David Ward 박사 연구팀은 뉴클레오티드

의 염기(base) 위치에 링커(Linker)를 통해 폴리뉴클레오

티드에 표지(Label)를 붙임으로써 비방사성 프로브 (non-

radioactive probe)를 개발하는데성공하였다. Ward 박사

는 뉴클레오티드의특정위치(“Ward Positions”)에 표지를

붙여도 폴리뉴클레오티드가혼성화(hybridization) 능력을

잃지않고, 혼성화된상태에서검출가능함을입증하였다.

그 후, Enzo Life Sciences, Inc(이하“Enzo”)는 Ward

박사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받고, 뉴클레오티드

의추가위치에비방사성표지하는것과관련된특허출원

을 제출하여 핵산 혼성화 및 비방사성 표지 폴리뉴클레오

티드의 검출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6,992,180호(“ ’180 특

허”) 를 등록받았으며, 그 대표청구항은다음과같다. 

1. An oligo- or polynucleotide which is complementary to

a nucleic acid of interest or a portion thereof, said oligo- or

polynucleotide comprising at least one modified nucleotide

or modified nucleotide analog having the formula

Sig-PM-SM-BASE

wherein PM is a phosphate moiety, SM is a furanosyl

moiety and BASE is a base moiety comprising a pyrimidine,

a pyrimidine analog, a purine, a purine analog, a

deazapurine or a deazapurine analog wherein said analog

can be attached to or coupled to or incorporated into DNA

or RNA wherein said analog does not substantially interfere

with double helix formation or nucleic acid hybridization,

said PM being attached to SM, said BASE being attached to

SM, and said Sig being covalently attached to PM directly

or through a non-nucleotidyl chemical linkage, and wherein

said Sig comprises a non-polypeptide, non-nucleotidyl, non-

radioactive label moiety which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detected when attached to PM or when said modified

nucleotide is incorporated into said oligo- or polynucleotide

or when said oligo- or polynucleotide is hybridized to said

complementary nucleic acid of interest or a portion thereof,

and wherein Sig comprises biotin, iminobiotin, an electron

dense component, a magnetic component, a metal-

containing component, a fluorescent component, a

chemiluminescent component, a chromogenic component, a

hapten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 foregoing.

2012년 1월 Enzo는 Roche Molecular Systems,

Inc., Roche Diagnostics Corp., Roche Diag-

nostics Operations, Inc., 및 Roche Nimblegen,

Inc.(“Roche”)에 대해 ’180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Delaware 지방법원은 ’180 특허가

실시가능성(Enablement)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약식 판결

(Summary Judgement)을 하였고, Enzo는 미국 연방 순

회항소법원에지방법원의판결을항소하였다.

’180 특허의 청구 범위는 특정 서열의 폴리뉴클레오티

드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 청구의 범위는 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특정 화학반응 또는 링커, 폴리뉴클레오티

드에부착시키는표지의수또는그표지를부착시키는폴

리뉴클레오티드의위치도명시하지않고있다. 대신, 상기

특허 청구의 범위는 폴리뉴클레오티드가 혼성화 가능하

며, 혼성화시 검출 가능한 이상, 인산에 결합된 표지를 갖

는 모든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괄한다고 해석되도록“기

능적”으로표현되어있다.  

우선,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하“법원”)은 상기와 같이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은 명세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단순히“표지하는 것”이 실시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혼성화 가능하고 검출 가능하도록 표지된 프로브의 제

조”가 실시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명세서의 내용에 당업자에게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포괄적 표지로 부착된 폴리뉴클레오티드

6 YOU ME NEWS

해외단신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의 실시가능성
(Enablement) 판단 기준

미국 특허변호사 전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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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를만드는방법이개시되어있다고가정하더라도, 이 중에

서 어떤 조합이“혼성화 가능하고 검출 가능한 폴리뉴클

레오티드”인지를 당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지 그 여부

가그실시가능성여부의중요한판단기준이라고보았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혼성화 가능하고 검출 가

능”)과 관련하여, 법원은 Wyeth and Cordis Corp. v.

Abbott Laboratories, 720 F.3d 1380 (Fed. Cir. 2013)

의 판결에 기초하여 본 사건을 판단하였다. Wyeth 판례

는 본 사건과 같이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의 실시가능

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의 수 및 이를 합성한 후, 각 화합물을 테스트하

여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에 충분한 기재가 있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본 사건(’180 특

허)의 청구 범위는 특정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명세서

의 기재 내용 및 정도로 볼 때 실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180 특허의 청구항제1항은 표지가

뉴클레오티드 인산 부분에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는 폴리뉴클레오티드의 구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

고, 비방사성표지의종류에대해서도특별히한정하지않

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법원은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예측불가능성을고려할때표지를혼성화방해없

이 Ward Position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

업자가 심각한 의심을 가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또

한, 명세서가 표지된 폴리뉴클레오티드가 프로브로서 기

능한다는 것만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을 뿐 그것이 실제

로 프로브로서 기능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하

다고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Enzo는 명세서의 실시예5를 기초로 혼성

화 가능하고 검출 가능한 내부 인산 표지 폴리뉴클레오티

드가 실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출원 심사 중

Enzo는 실시예5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

고, 또한 Enzo 측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은 Enzo

가 실제로 혼성화 가능하고 검출 가능한 내부 인산 표지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실제로 테스트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실시예5를 ”실제적인”예

라고 인정한다 하여도, 본 기술 분야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특허 청구범위를충분히뒷받침하는기재로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여전히 과도한

실험이필요하다고결론을내렸다. 

III. 결론

Enzo 사건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술분야의 발명임에

도, 구조적 한정없이기능적으로광범위하게표현되어있

는 경우, 청구된 발명이 구조적 특징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광범위한 기능적 특징이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

어 있지 않아서 실시가능성이 부정된 또 하나의 예이다.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이 실시 가능성을 인

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된 발명이 공통적으로 갖는 구조적

특징및상기구조적특징과청구항에기재된기능과의상

관관계및이를확인할수있는수단이명세서에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입증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하여, 출원시 명세서에 구조적 특징과 기능과

의상관관계를입증할수있는다양한실시예를되도록많

이기재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YOU ME 소식

이용규변리사가공동저자로참여한「인공지능비즈니스트렌드」출간

이용규변리사가공동저자로참여한「인공지능비즈니스트렌드」가출간되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는 이용규 변리사가 참여중인 글로벌 IT 블로그인 테

크니들(www.techneedle.com)의 필진들이 뜻을 합쳐 저술한 책으로서, 글로벌 시장

에서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를 심도있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술

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쓰여졌으며, 다양한 프레임을 적용해 인공지능 제품의 비즈

니스 모델부터, 특허, 투자, 인수합병, 마케팅, 정부지원, R&D, 산학협력, 리더십

그리고예상되는리스크까지모든인공지능비즈니스를망라해다루고있다.

이 책은 교보문고, YES24에서 판매중이며, 리디북스, 네이버에서 e북(전자책)으로

도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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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I. 서론

영업비밀 사건의 특성상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는 침해

자의 내밀한 영역에 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 사

건 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 여부 및 그 결과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압수·수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

절히대처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압수·수색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처분으로서 그 과정에

서 개인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

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형

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

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규범력이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

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

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등).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영업비

밀 누설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위법한 압

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당 법무법

인의항소심승소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II. 사건의 경과

1. 압수·수색 절차 관련 사안의 개요

수사기관의 이 사건 이메일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방식으로이루어졌다.

1) 수사기관은 여러 포털 회사들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

청을통해피고인들의이메일계정(이메일주소)을확인

2) 수사기관은 법원에 위와 같이 회신받은 이메일 계정

들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

3) 법원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이메일 계정에 대해 특

정 기간 수발신 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

장을발부

4)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포털 회사들에게 팩스로 압수·수색영장을 전송(즉,

모사전송방식으로영장의사본을제시)

5) 포털 회사들은 피고인들의해당포털이메일계정전

체의특정기간수발신 내역을회신하였는데, 여기에

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메일 계정1)의 수발신 내

역이포함됨

6)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이메일을 압수한 후 누구에게

도압수목록을교부하지않음

수사기관의 피고인들 보유 전자정보(하드디스크 등)에 대

한 이 사건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음

2) 수사기관은피고인회사에서혐의사실과관련된파일

을 검색하여 CD 1장에 복사한 후(동일성, 무결성 확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 전체 압수대상물 복제를 압수·

수색 집행 현장에서 실시하면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하드디스크

원본 4개를 반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평온을 고려

하여피고인의주거지에서원본 CD 7개를반출함

3) 수사기관은 반출한 하드디스크 4개를 수사기관 사무

실 내 분석실로 가져와 피고인들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해당 이미징 결과 해시값 추출결과서에

위피고인의서명, 무인을받음

4) 이후 수사기관은또다시위하드디스크복제본의사

본을 생성하고, 그 사본 및 압수된 CD들에서 범죄관

련 정보를 탐색하는 등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하

였는데, 위와 같은 사본 생성 및 분석 과정에서 피고

인들에게참여할기회를제공하지않음

2.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한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이메일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첫번째 쟁점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메일 계정의 수발신 내역을

압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통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기재된 이메일 계정에 대해

업비 형사 사건과 압수∙수색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전응준, 신동환

1) 포털 회사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최초 회신한 이메일 계정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포털 회사가 회신시 일부(한 사람이 다수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음)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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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설승소사례

압수·수색영장이 청구, 발부되었고 포털 회사도 해당 압

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피고인들의 모든 이메일 계정

수발신 내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모든 관여자

들의 인식은 피고인들 명의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압

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

만 항소심 법원은, 압수대상 목적물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영장

기재 자체만으로 압수대상자에게 그 의미가 분명히 전달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의 이메일 계정과 기간을

특정한 취지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

의를위반하여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두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이 포털 회사에 모사전송 방식

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제시하고 집행한 것이 위

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본제시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집행한 압수·수

색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헌

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사전송 방식에 의

한 사본의 제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

하여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세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이 영장집행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압수목록 미교부는 영장주의

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

수·수색 전체가 위법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그 소

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

수 처분에 대해 준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

장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압수목록 미교부는 영

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첫번째 쟁점은,

그 원본을 반출한 하드디스크 5개의 복제본 및 CD 7장에

대해 사본을 생성하고 범죄관련 정보를 탐색,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

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압수·수색 당

시와 이미징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이후 해당 증

거들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전

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항소심 법원은, 하드디스크 원본이 복제된 후 해당

파일을 재복제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디지털증거분

석 과정도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이므로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

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

장하지 않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원칙에반하여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두번째 쟁점은, 혐의사실과관련된파일을검색하여 CD

1장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동일성, 무결성 확인 조치는 취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

고인들의 참여 하에 파일이 선별, 복사되었고 이후 CD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위 전자정보에 대

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통상 압수·수색영장집행 과정에서 개별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할 경우 개별 파일의 해시값을

별도로 추출하여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일성, 무결성을 담

보하게되며전자정보의동일성, 무결성에대한증명책임

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집행 과정에

서는그와같은조치가취해지지않은것으로보이고검사

가 달리 그에 관한 증명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CD 1

장의복제물, 출력물등은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하였다.

III. 마무리

수사기관은 영업비밀 사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

해 피의자의 저장매체와 자료들에 대해 최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려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수사의 신속

과 편의를 위한다 이유를 더하여 때로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압수·수색 내지 적법절차에 반하는 압수·수

색 처분이 발생하곤 한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그와 같은 압수·수색집행을 통해

직접 수집된 이메일 및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및 그

출력물 등의 증거는 물론 그에 터잡아 획득된 모든 증거

들은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가 해당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

죄를선고하였다. 

결국, 본 사건은 적법한 형사절차에 의해 수사가 이루

어져야 하고, 영업비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

사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

으로검토하고활용해야함을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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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판례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이해관계

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

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며,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및 대법원의 판단】

(1)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은“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

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

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

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수없다.

(2) 그 이유는다음과같다.

i) 특허권의실시권자에게는실시료지급이나실시범

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이러한제약에서벗어날수있다.

ii)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

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

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

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

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

시하고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없다.

(3)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로판시한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

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

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모두변경하기로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3, 4, 5,

6, 7항 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

심판원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

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 3, 4, 5, 6, 7항

발명이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

는 이유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

였다. 이에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

은특허심판원의심결을유지하는심결을하였다.

원고는 명칭을“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

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

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MPEG LA

(www.mpegla.com)의‘HEVC Patent Portfolio

License’프로그램(이하‘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선서(Licensor)

로 등록되어있다. 

피고는 HEVC 라이선스프로그램에자신의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Licensor)임과 동시에 위 특허풀 목록

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

(Licensee)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한 영상 관련 물품을 제

조·판매하는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에는 i) HEVC 라이선스(license) 계약 제6.1조에 따라

원고와 MPEG LA 사이의 계약은 실효되고, ii) 이 사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공2019상,830]
변리사 안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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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설

건 특허발명은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

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

을실시할수있게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서 특허발명의 권

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어 그 소멸

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심

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는등의잘못이없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

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시

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한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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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판례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에서 권리남용 판단의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공2018하,2049]
변리사 이원석

1. 사건의 개요

[쟁점] 

i)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

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

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여부;

ii)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

이 창작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

점이되었다. 

[사건 배경]

대상 물품을“스마트폰 액세서리”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가 침해금지청구를 구한 사안

에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및

”등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디자인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

에해당하는지가문제된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

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하거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



12 YOU ME NEWS

제호 등록번호 마 2606호 / 2019년 8월 23일 발행 제110호 / 1996년 6월 18일 등록 / 발행인 겸 편집인: 최현석 / 발행처: 유미특허법인 / 인쇄: 후디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우) 06134 (역삼동, 서림빌딩) TEL: 02)3458-0100   FAX: 02)553-5254    

E-mail: email@youme.com   Ⓒ2019 유미특허법인

www.youme.com

이달의 판례

서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디자인권자

의침해금지소송은권리남용이라고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우선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디자인에 대

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

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며 그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

심의판단을수긍하였다.

반면에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

상·모양·색채또는이들의결합을거의그대로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

더라도전체적으로볼때다른미감적가치가인정되지

않는상업적·기능적변형에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

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

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

여 양 디자인들 사이에는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레이트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

은 플레이트의가운데부분이평평한형상으로되어있

는 점 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그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

랫면이 원형인 점 ⅲ)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하부

에 직선부분이 존재함에 비하여 비교대상 디자인들은

링의하부에직선부분이존재하지않는점등에서차이

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변형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여원심과는다른결론에도달

하였으며,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

하였다. 

3. 본 판결의 의의

최근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이 늘어나면서 미국 등

우리와 제도가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상 법리를 지켜봄

에 따라 소송상 지식재산권의 유, 무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무효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

이 디자인권에 대하여 유, 무효의 판단 주체가 되고 일

반 민사 법원이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이원적인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등록의 유, 무효 판단

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심판관)에게 일임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침해 판단

의 주체와 상이하여 양 사건에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단점이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무효

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ⅰ)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

을 주고 침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어 형평의 이익에

반하며 ⅱ)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하고 ⅲ) 민사법원

의 기판력 상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가부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세적으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전제 하에 권한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므

로 침해금지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성립될 수 없다

고 보아 불인정하고 있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금번 대법원 판례는 특허권의 진보성 판단과 유사한

취지로 디자인권의“창작비용이성”에 대해서도 디자인

권자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

리·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있다고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