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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220 특허권침해금지 등
2018나1237(병합)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김태형, 정준석, 정무웅
피고, 항소인

1. C

2.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차영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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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E

공동대표이사 F, G
4. H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최정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4가합584121, 2015가합
558143(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4.

판 결 선 고

2019.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 D, H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
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
인 위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그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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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과 위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각 폐기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5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 주식회사 E은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
인 위 별지5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별지5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각 폐기하라.
마. 피고 주식회사 D, C,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8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D는 2014. 11. 28.부터, ② 피고 C은 2018. 6. 15.부터, ③ 피고 H는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위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7. 9. 5.부터, 나머지 69,807,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각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주식회사 E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 내지 마.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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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이 법원에 2018. 6. 12.자 청구취지 및 별지목
록변경신청서로써 아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와 같
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선해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 D, H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
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
인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그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
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이하 같다)과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
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각 폐기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 주식회사 E은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
인 위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각 폐기하라.
마.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D는 5,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 H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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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H는 피고 주식회사 D, C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7. 9. 5.부터, 나머지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4) 피고 주식회사 E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J의 안면 리프팅 시술방법 개발
1) 안면 리프팅 시술이란 안면 부위에 늘어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당겨주어 탄력 있
는 피부를 만들고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방법이다.
2) 종래에는 봉합사가 피부에 삽입되는 부분과 실이 피부로부터 빠져 나오는 부분
에 각각 천공홀(구멍)을 형성하고, 경직성을 가진 봉합사를 입구로부터 밀어 넣어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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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오도록 통과시킨 후 봉합사가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은 다음, 매듭 부위를 다
시 봉합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절개하여 덮어주는 방법으로 시술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부에 다수의 천공홀을 형성하거나 피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수준의 마취도 요구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è

è

3) J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안면 리프팅 시술방
법(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이로써 종래 약 5시간의 시술 및 15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던 것에 반하여 약 30분 만에 시술이 완료되고 바로 일상생
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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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è

è

è

è

è

4) J는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
았고, 2011. 12. 7. 의료용품, 의료용 기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변
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특허발명
1)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하 ‘제1특허’라 한다)
가) 발명의 명칭: 봉합사
나) 출원일/ 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6. 29./ 2011. 3. 7./ 2012. 3. 2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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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41호
다) 특허권자: 원고(2012. 6. 26. J로부터 이전등록)
라) 청구범위(2018. 6. 25. 특허심판원 2015정34호 사건의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3】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며, 직경이 봉합사의 직경보다 크고, 봉합사가 통
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갖는, 봉합사의 말단이 피부나 조직으로 딸려가지 않도
록 하는 봉합사 지지체로서, 상기 봉합사 지지체가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으로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중공(中空)을 구비하되, 상기 봉합사의 전반부는 봉합사의 종축
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앞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이
형성되고, 상기 봉합사의 후반부는 봉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
으로 봉합사의 뒷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이 형성되며, 상기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
말단이 모두 상기 봉합사 지지체의 중공을 관통하여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
사 지지체.
마) 발명의 개요
⑴ 기술분야
본 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 및 이것을 이용한 봉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
하게는 봉합수술 시 봉합사를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 없는 봉합사,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봉합
방법에 관한 것이다([0001]).
⑵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 봉합작업시 봉합사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봉합사를 잡고 고정하거나 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2개의 기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2개의 기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복강 등의 좁은 공간 내에서 수술 봉합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다. 따라
서 좁은 공간에서 봉합사의 매듭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및 기구, 예
를 들어 자유도가 큰 기구(Cambridge endo, Real hand, Radius surgical system 등), 로봇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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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기구가 개발되어 왔다([0004]).
⑶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외과수술 시 좁은 공간에서 빠르고 쉽게 봉합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구(봉
합사지지체, 바늘수납체, 봉합사지지체 및/또는 바늘수납체를 구비한 봉합사) 및 상기 기구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0006]).
⑷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은 봉합시 지어야 하는 매듭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짓지 않고도 봉합을 할 수 있도록 개
발된 봉합사 및 이의 제조방법, 이를 위하여 필요한 봉합사지지체, 바늘수납체 및 이를 이용한 봉합방
법을 제공한다([0007]).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는 봉합작업을 할 때 봉합사의 끝 말단이 피부나 조직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지체 및 이 지지체가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된 봉합사를 제공한다. 상기
한 쪽 말단에 지지체가 결합된 봉합사의 다른 말단부는 봉합바늘에 의하여 봉합부위의 피부 또는 조
직을 통과하게 되어 봉합작업이 진행된다. 상기 봉합사를 사용하여 봉합을 할 경우, 지지체는 매듭의
역할을 하여, 지지체가 결합된 봉합사의 말단이 봉합을 시작하는 부위에 고정되므로, 봉합이 풀릴 염
려가 없어 봉합과정에서 별도의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다. 또한, 봉합사에 매듭만을 짓는 경우보다 더
욱 견고하게 봉합사의 말단을 피부나 조직 등에 고정할 수 있다([0008]).
나아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로 지지체 및/또는 바늘 수납체를 구비한 봉합사를 제조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0011]).
상기 봉합사를 지지체와 결합시키는 방법으로는 봉합사의 말단 및/또는 봉합사와 결합시키려는 지
지체의 일부분을 융용시켜 붙이는 방법, 지지체에 하나 이상의 구멍(41)을 뚫어 봉합사를 구멍으로 통
과시킨 후 봉합사를 서로 묶거나 지지체의 구멍보다 직경이 크게 되도록 봉합사로 매듭(42)을 짓거나,
하나의 구멍을 통과한 봉합사를 다른 구멍을 통하여 반대방향으로 보내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도 1)([0019]).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지지체 및 바늘을 구비한 봉합사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양말단
을 관통하는 중공이 있는 위가 잘린 원뿔형 지지체를 사용한 예이다. 상기 지지체와 같이 직경이 큰
쪽인 지지체의 밑면이 바늘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더욱 견고한 매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0023]).
본 발명은 양 말단에 바늘 수납체가 결합된 봉합사(도 5), 또는 한 쪽 말단에는 바늘 수납체 및/또
는 다른 한 쪽 말단에는 지지체가 결합된 봉합사(도 1-3, 6-8), 양 말단 부근에 지지체가 결합된 봉합
사(도 9)를 포함한다([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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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봉합사는 이 기술 분야에 알려진 다양한 실의 형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봉합사는 한 줄 또는 두 줄 이상의 실로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루프
부를 포함할 수 있다(도 6, 7). 도 7의 (a)는 바늘수납체에 바늘이 끼워진 상태이며, (b)는 바늘수납체
로부터 바늘을 제거한 상태를 보인 것이다([0032]).
도 8은 미늘이 있는 봉합사를 사용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다. (a)는 봉합사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방향으로 경사지도록(봉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이거나 또는 90도 보다
크고 180도 미만) 미늘이 형성된 두 줄 이상의 실을 모아 한쪽 끝은 바늘에, 반대쪽 끝 부부은 지지체
에 결합시켜 제조한 예이다. 또는, 다른 실시예로서 (b)와 같이 실에 형성된 미늘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경사지도록(예를 들어, 봉합사의 전반부는 미늘이 봉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앞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형성되고, 봉합사의 후반부는 미늘이 봉
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뒷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형성) 형
성된 한 줄 이상의 실을 바늘귀의 구멍을 통과시켜 반으로 접은 후 두 말단을 지지체에 결합하거나
또는 상기 봉합사를 반으로 접어 한 쪽은 바늘속에 넣어 압착시켜 결합하고 다른 한쪽은 지지체에 결
합하는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c)에 사용된 미늘이 있는 봉합사는 미늘의 경사진 방향이 (b)와 반
대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봉합사를 지지체의 구멍을 통과시켜 반으로 접은 후 봉합사의 두 말단을 바
늘에 결합시켜 제조한다. 미늘이 형성된 봉합사는 예를 들어, 두 줄, 세 줄, 또는 네 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의 굵기 또는 사용목적 등에 따라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도 8의 (a), (b), (c)의 오른쪽
은 사용되는 봉합사의 미늘의 방향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제조된 본 발명의 봉합사의
일예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늘이 지지체를 향하여 봉합사의 종축과 예각을 이루어 경사지게
형성된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 봉합시 봉합사의 진행이 순조롭고 봉합사가 봉합의 반대 방향으
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봉합이 끝나고 바늘을 잘라내어도 미늘에 의하여 봉합사가 빠지지 않으
므로 매듭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두 줄 이상의 미늘이 형성된 실을 지지체 및/또는 바늘수납
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의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으며 보다 더욱 견고하게 매듭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 줄의 미늘이 형성된 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 줄인 경우 실의 강도가 약 반 이상으로 떨어져 봉합을 실시할 때 끊어질 위험이 있으나, 두 줄 이
상인 경우는 실의 강도가 2배 이상이 되어서 끊어질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미늘의 갯수
나 면이 2배 이상 많아져 봉합이 견고하고 실이 뒤로 빠질 위험이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0034]).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봉합사 말단에 지지체가 결합되어 있고 미늘이 형성된 봉합사(예를 들어 도
8) 또는 봉합사의 한 쪽 말단에 지지체가 결합되어 있고 봉합바늘이 연결된 부분과 가까운 부위에 매
듭과 콘이 형성된 봉합사(예를 들어 도 9)는 지지체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말단을 바늘수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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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바늘에 직접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봉합사는 봉합 완
료 부분에서의 매듭의 역할을 하는 바늘수납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늘 또는 콘의 존재로 인
해 봉합완료 후 바늘을 제거하여도 봉합사가 빠질 염려가 없다([0036]).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봉합사 제조 방법 중 봉합사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방향으로
경사지도록 미늘이 형성된 두 줄의 실을 모아 한쪽 끝은 지지체에, 반대쪽 끝 부부은 바늘에 결합시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일 실시예로
서, 미늘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형성된 실을 반으로 접어 한 쪽 끝은
지지체에 결합하고, 반대쪽 끝은 바늘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
한다([0042]).
⑸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봉합도중 매듭을 짓지 않고도 안전하게 봉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지지체 및/또는 바늘 수납체가 구비된 봉합사를 사용하면, 매듭을 만드는 시간이 들지 않고,
보다 견고한 매듭의 효과를 발휘하며, 봉합 테크닉이 간단하여 획기적으로 봉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숙달된 봉합 매듭기술이 없더라도 안전하고 손쉽게 봉합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
([0013]).
⑹ 주요 도면
[도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지
지체를 구비한 봉합사

[도 2]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지지체 및
바늘을 구비한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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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봉합사의 일말단에 지지체, 다른 일말단
에 바늘수납체가 결합된 봉합사의 다양한 형태

[도 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지
지체를 구비한 봉합사

2)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하 ‘제2특허’라 한다)
가) 발명의 명칭: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 없는 봉합사 및 이를 포함하는 키트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2. 27./ 2012. 9. 18./ 제1185583호
다) 특허권자: 원고(2013. 2. 20. J로부터 이전등록)
라) 청구범위
【청구항 1】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는 봉합사에 있어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
뿔형의 모양이며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 말단 중에서 직
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단부에 아래 말단으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절개된 부위를 하
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의 벽에 말단으로부터 형성된
하나 이상의 틈이 형성된 봉합사 지지체가 봉합사의 제1말단에 구비되며, 이 때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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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는 위쪽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
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져 있으며, 두 줄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봉합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사는 봉합사의 제2말단를 향하여 상기 봉합사
의 종축- 상기 봉합사의 제2말단방향- 미늘이 형성하는 각(θ1)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
지게 형성된 미늘이 표면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
마) 발명의 개요
⑴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시술부위에서 보다 견고하게 유지, 고정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조직을 붙들어, 봉합 및 조
직의 밀착, 지지 또는 고정 효과가 우수한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매듭 공
정이 필요 없는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봉합사를 포함하는 키
트를 제공한다([0006]).
⑵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는 봉합사에 있어서, 제1말단에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의 지지체를 구비한 봉합사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양쪽 말단부를 관통
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의 봉합사 지지체가 일말단(제1말단)에 구비된 봉합사로
서, 상기 봉합사 지지체의 위쪽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져 있는 봉합사를 제공한다. 상기 봉합사 지지체는 양 말단 중에서 직
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단부분에 말단으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절개된 부위를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
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의 벽에 말단으로부터 형성된 다수의 틈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절개부위나 틈이 있으면 조직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틈사이로 조직의 섬유소나 지지조직이 끼어 봉합
사를 잡아 당길 때 고정력이 더 커질 수 있다([0007]).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는 봉합사에 있어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아래쪽 말단부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질 수도 있음)가, 봉합사 지지체의 위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
록 상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져 제1말단에 구비된 봉합사로서, 상기 봉합사의 표면에 미
늘이 형성된 봉합사가 제공된다([0008]).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봉합사의 제1말단에 구비되는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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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말단부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질 수도 있음)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일 수 있다( [0009]).
또한, 본 발명은 일실시예로서, 제1말단에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 (아래쪽 말단부
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질 수도 있음)가 구비되고, 제2말단에 바늘이 구비된 봉합사로서, 상기 봉합사
는 한 줄 또는 두 줄 이상인 봉합사를 제공한다. 상기 봉합사는 미늘이 구비될 수 있으며, 봉합사의 표면에
형성되는 미늘은 상기 봉합사의 제2말단를 향하여 상기 봉합사의 종축- 봉합사의 제2말단 방향- 미늘이 형
성하는 각(θ1)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
는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 봉합사 지지체를 구비한 봉합사를 만드는 방법을 제
공한다. 나아가, 본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이며 아래쪽 말단부에 절개된 부위 또는 틈을 가지는 봉합체 지지체가 일말단에 구비된 봉합사를 제
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0010]).
본 발명은 또한 본 출원에서 제공하는 봉합사를 사용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
의 봉합사를 포함하는 키트 및 이를 포함하는 수술장치를 제공한다([0011]).
⑶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봉합사는 봉합 조직의 밀착, 지지 또는 고정시 매듭을 짓지 않고도 안전하게 실시
할 수 있으며, 봉합사가 시술부위에서 견고하게 유지, 고정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을 붙들어 효과
가 우수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시술이 용이하고
간단하며 우수한 시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0012]).
⑷ 주요 도면
[도1] 봉합사 지지체

[도2] 봉합사 지지체 및 바늘을 구비한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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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제3특허발명(이하 ‘제3특허’라 한다)
가) 발명의 명칭: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24./ 2013. 11. 1./ 제1326763호
다) 특허권자: 원고(2014. 4. 8. J로부터 이전등록)
라) 청구범위(2015. 8. 21. 특허심판원 2015정68호 사건의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
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
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
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부재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여 연결
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
단은 삽입될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를
구비하며,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는 상기 관부재의 상기 장착홈에 체결되어지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용 실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용 실 삽입 장치.
【청구항 14】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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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
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
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과 상기 관부재의 도관내에서 슬라이드 가능하며
상기 의료용 실을 상기 관부재의 도관을 통하여 밀어주는 푸시수단을 포함하는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청구항 15】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경로 형성 수단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된 천
공홀을 형성하는 천공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마) 발명의 개요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
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에 대한 것이다(<0001>).
(2)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 의료용 실을 피부로 삽입되는 천공홀과 다시 피부로부터 빠져나오는 천공홀을 모두 통과하
도록 한 후 의료용 실을 신체에 삽입하여 고정하는 리프팅 시술에서는 피부에 다수개의 천공홀을 형성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의료용 실을 신체에 삽입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며, 리프팅 시술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되며, 환자에 대한 마취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관계로 시술의 위험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0004>).
(3)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 의료용 실을 생체 조직에 삽입하는 시술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생체
에 가급적 물리적 상처를 덜 가하고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용 실 삽입 시술의 전체적 소요 시간
을 감소시키며, 의료용 실을 소정의 위치에 삽입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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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의 해결 수단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장치에서 예시적으로 의료용 실이 인
체의 얼굴에서 삽입되는 위치(P1)와 고정되는 위치(P2)를 도시한다. 즉, 본 발명
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의 천공수단(200)를 이용하여 의료용 실이
피부 조직으로 진입되는 위치(P1)에 천공수단을 찔러서 천공홀을 형성하게 되
고 의료용 실은 위치(P1)을 통하여 삽입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에 의해 조
직 내부로 삽입되어 소정의 위치(P2)에서 지지체(414)에 의해 조직에 고정된다
(<0067>).
도 5에는 본 발명의 일 특징의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의 일부가 되는 천공수단(200)의 사시도가
도시된다. 상기 천공수단(200)는 시술자가 상기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의 시작 위치를 형성하고,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이 진행할 조직 내의 진행 경로에 대한 대략적인 경로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상기
천공수단(200)은 피부 조직에 천공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천공부(214)를 길다란 천공로드(212)
의 단부에 구비하며, 상기 천공로드(212)에서 천공부(214)의 반대편 단부에는 손잡이(210)가 형성된다
(<0055>, <0056>).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는 도 1의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에서 지지부
재(110)가 제거된 후에 관부재(120)에 체결되는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 도 7a) 에서 의료용 실을 밀어
주기 위한 푸시수단(300 : 도 6)을 구비한다. 상기 푸시수단(300)은 시술자가 파지하게 되는 푸시수단
(300)의 손잡이(310)와 상기 손잡이에서 연장되는 푸시로드(312)와, 상기 푸시로드(312)의 단부에 형성되
어 의료용 실과 접촉하여 의료용 실을 밀어주게 되는 푸시부(314)를 포함한다. 상기 푸시로드(312)는 삽
입경로 형성수단(100) 및 의료용 실 공급수단(400)을 관통하여 돌출될 수 있는 길이로 형성된다
(<005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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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는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400)의 사시도이며, 도 7b는 도 7a의 C 부분에 대한
확대도이다. 도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은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되고, 의료용 실이 삽입된 경로가 확보된 후에 관부재(120)가 조직 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지부재(110)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120)에 연결된다. 상기 관 부재(120)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이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126: 도 2)을 구비한 체결부(122)
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은 삽입될 의료용 실(410)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426) 내
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420)를 구비한다. 이때,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420)는 상기 관부재(120)의
상기 장착홈(126)에 체결되어지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424)가 형성된 본체(422)를 구비한다. 도
7b를 참고하면, 상기 의료용 실(410)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
한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형성되며,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관(426)의 내부
에 배치되어 있다.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의료
용 실(410)은 루프 형상으로 되어 양 단부가 모여진 방향에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배치된다. 이때,
상기 의료용 실의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의 삽입 방향 쪽 단부(도면의 우측방향)에서 반대편 단부
(도면의 좌측방향)로 갈수록 직경이 커지는 절두형 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006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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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제품 생산․판매 및 중단
1) 원고는 위와 같이 J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특허를 기초로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는 'Youngs Lift'라는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Cone, 콘), 허브(Hub)로
이루어진 ‘Youngs Thread’와 지지부재(Guiding Wire)와 관부재(Tube)로 이루어진
’Youngs Pointer‘, 천공수단(Puncture)과 푸시바(Push bar)로 이루어진 ‘Youngs Starter’
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의료기기 중개상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 8.경부터 일본국에 있는 의료
법인사단 L[대표자 이사장 M, 이사 N1)]가 운영하는 소외 O 병원(이하 의료법인사단과

1) M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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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통틀어 ‘O 병원’이라 한다)에 원고 제품을 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시술
에 관하여 교육하여 주었으며, O 병원은 ‘유메노 리프트2), 세계최초, 특허획득, 절개없
음’이라고 광고하면서 원고 제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
4) O 병원은 2013. 5.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
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1.경부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26호증의 2, 갑 제54,
115, 119, 124, 13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6.경 피고 C을 통하여 O 병원을 소개받아 원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3. 10.경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원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O 병원
의 N는 원고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0.경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로부터
안면 리프팅(이른바 ‘페이스 업’) 시술을 위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D, C, H는 함께 별지1 목록 제품을 제작하여 O 병원에 납품하기로 하였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품 중 페이스 업 캐뉼러 제품과 스타터 제품을 O 병원에
직접 수출하였고, 페이스 업 제품(허브, 봉합사, 콘)을 O 병원의 N가 소유하는 싱가포
르 회사인 Z 및 아이렌즈를 경유하여 O 병원으로 수출하였는데, 위 싱가포르 회사에
수출할 때에 피고 C의 형제들(소외 Q, R)이나 피고 D의 직원을 통하여 봉합사 지지체
인 콘을 특송화물(FEDEX)로 배송하거나 휴대반출하였고, 피고 C의 형인 R 명의의 개

2) 꿈의 리프트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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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체 ‘투와이엠코포레이션’을 통하여 봉합사(S) 중 일부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수출하는 별지1 목록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 H에게 원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별지1 목록 제품을 생산․납품할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H는 캐
뉼러 제품과 스타터 제품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
기도 하였다.
2) 피고 D, C, H가 생산한 원통형 및 원뿔형 지지체는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을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한다.3) 위 피고들이 생산한 허브, 허브에 봉합사, 푸시로드, 천
공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한 제품, 페이스 업 캐뉼러에 봉합사, 푸시로드, 천공
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한 제품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제14항 및 제15항
을 각 간접침해한다. 위 피고들이 생산한 페이스 업 캐뉼러, 봉합사 지지체, 허브의 전
체 제품, 페이스 업 캐뉼러, 봉합사 지지체, 허브의 전체 제품에 봉합사, 푸시로드, 천
공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한 제품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6항을 문언침해한다.
위 피고들이 생산한 페이스 업 캐뉼러, 허브의 전체 제품, 카테터, 허브의 전체 제품에
봉합사, 푸시로드, 천공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한 제품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
항 및 제5항을 각 문언침해한다. 그러므로 피고 C, D, H는 공모하여 별지1 목록 제품
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를 침해하였고, 피고 E은 페이스 업 캐뉼러
에 푸시로드, 천공수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제14항 및 제15항을 각 간접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 H를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 D를 상대로 위 제품의
폐기를 구하며, 피고 E을 상대로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및 폐기를
3) 원고의 소송 전체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로 균등침해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문언침해 주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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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침해행위가 없었
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제4항
의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하거나, 제7항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
제3특허의 침해제품 수량을 살펴보면, “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지체”로 구
성된 제품이 총 115,078개인데, 여기에 봉합사(L)가 결합된 제품은 54,852개로, 봉합사
(S)가 결합된 제품은 60,226개로 각 산정할 경우, 원고의 Youngs Tread(L)(허브 + 봉
합사 + 봉합사 지지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01,166원이므로 봉합사(L)가 사용된
“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지체” 제품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5,549,157,432원(=
54,852개 × 101,166원)이 되고, 원고의 Youngs Tread(S)(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
지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75,254원이므로 봉합사(S)가 사용된 “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지체” 제품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4,532,247,404원(= 60,226개 × 75,254
원)이 되므로, 봉합사(L) 또는 봉합사(S)를 사용한 “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지체”
제품 전체로 인한 손해액은 총 10,081,404,836원(= 5,549,157,432원 + 4,532,247,404원)
이 된다.
또한, 별지1 목록 제품 중 O 병원에 판매된 페이스 업 캐뉼러는 100㎖와 45㎖
의 두 종류가 있고, 피고 D가 100㎖ 제품을 8,000개, 45㎖ 제품을 6,500개 생산하였으
며, 스타터[Starter (Wire&Punch)]를 6,500개 생산하였는바, 원고의 Youngs Pointer
100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960원, Youngs Pointer 50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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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Youngs Starter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6,248원이므로, 페이스 업 캐뉼러 100㎖ 제품
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51,680,000원(= 8,000개 × 18,960원), 페이스 업 캐뉼러
45㎖ 제품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74,126,000원(= 6,500개 × 11,404원), 스타터
[Starter (Wire&Punch)] 제품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40,612,000원(= 6,500 ×
6,248원)이 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총 266,418,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제3특허의 침해로 인한 총 손해액은 “허브 + 봉합사 + 봉합사 지지
체”로 구성된 제품과 캐뉼러 및 스타터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합한 10,347,822,836원
(=10,081,404,836원 + 266,418,000원)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특허의 청구항 제6항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봉합사 지지체 전체의 수량 115,078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제1특허 또는 제2특허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D, C,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47,822,836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
원 중 일부청구로서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품 중 봉합사 지지체를 생산․판매한 사실이 없고, 페이
스 업 캐뉼러(100㎖/45㎖), 스타터[Starter (Wire&Punch)], 허브, 봉합사를 각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며, 이는 모두 일반적인 제품으로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피고
H가 개인적인 실험을 위하여 W(상호: V)에게 의뢰한 이 사건 원통형 지지체는 원고의
봉합사 지지체보다 크기가 크고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할 수 없고, 허브나 페이스 업 캐뉼러를 통과할 수도 없으며, 출원 전
에 이미 공지된 것이다. O 병원은 피고들이 Z에 수출한 봉합사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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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수입한 페이스 업 캐뉼러, 스타터는 유방 확대 시술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특허침해에 대한 고의․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콘), 허브가 조립된 이상 이는 그 생산이 국외에
서 일어난 것으로 그 전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
립할 수 없다. 피고 D는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수출만 하는 회사인데, 특허침해의
행위태양에는 ‘수출’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된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는 피고 C이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인 친구인 니시오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
여 시험삼아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하다.
2)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 및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제2항은 모두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4 또는 선행발명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
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제1특허 및 제2특허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가, 피고들이 생산한 원뿔형 또는 원통형 봉합사 지지체가 제1특허의 청구항 제
13항을 침해하고, 피고들이 생산한 봉합사가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을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들이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 및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제2항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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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허의 청구항 제1항, 제2항의 무효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132호증)
선행발명 1은 1996. 6. 4.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140982호로 공개된 ‘의료용
봉합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의 예는 외과수술에서 조직을 봉합사에 의해 꿰맬 때 사용되는 의료용 봉합기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 생체조직 등을 봉합사에 의해 꿰매는 의료용 봉합기로는 미국 특허 제2,657,056호에 표
시된 봉합기가 있다. 이 봉합기는 실의 매듭(실고정)을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한
것이며, 실과 실을 초음파로 연결하거나, 파스너에 통과시킨 실의 끝을 초음파로 변형시켜 머리
모양으로 성형하고 이를 파스너와 실로 접속하는 것이다([0002]).
또, 이러한 봉합기로서는 그 외에 미국 특허 제5,171,251호, 미국 특허 제5,306,280호, 특개
평 6－7361호 공보 등에 개시되는 봉합 클립(clip)이 있다. 이 봉합 클립(clip)은 2개의 다리를
가지는 폴리머(polymer) 재료로 이루어지는 클립(clip)의 내부에 봉합실을 배치해 이 상태로 상
기 클립 (clip)에 열을 더해 클립(clip)을 연화시킨 후, 클립(clip)에 압축력을 더해 클립(clip)의
다리를 닫고 그 다음 열과 압축력을 제거하고 봉합실과 클립(clip)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0003]).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미국 특허 제3,657,056호에 개시되어 있는 초음파 봉합기에 의해서 봉합실 끼리
를 접속하면 봉합실 끼리의 접합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충분한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없다. 또
한 실에 텐션을 주면서 초음파를 가하기 때문에, 실이 그 텐션과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서 끊
기지 않도록 초음파의 크기나 그 방사 시간, 실 텐션 등을 허용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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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작업이나 봉합강도가 봉합사 자체로 인하여 제약된다. 게다가 봉합실의 끝을 머리 모양
으로 성형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0004]).
이에 대해서 상기 봉합 클립(clip)에는 이러한 결점이 없다. 그러나, 클립(clip)에 열을 가하
고 클립(clip) 전체를 연화시키기 때문에 가열부터 연화, 냉각, 경화에 시간이 10초 정도 필요
하다. 이 때문에 신속한 봉합을 진행할 수가 없다. 또, 클립(clip)과 실을 10초간 보관유지 해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술자와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강제하는 동시에 봉합작업의 효
율이 나쁘다. 특히 여러 부위를 클립(clip)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이 대단히 어렵다. 또, 클립
(clip)이 폴리머(polymer)이기 때문에 외력으로 인해 클립(clip)의 힌지부가 탄성변형(elastic
deformation)을 일으켜 그 결과 클립(clip)의 양 다리가 벌어져 봉합사가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
([0005]).
본 발명은 상기 사정에 착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간단한 봉합 작
업에 의해 충분한 봉합강도를 얻을 수 있는 의료용 봉합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0006]).
라)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의료용 봉합기는 봉합사가 연결고정된, 상기 봉
합사의 일부를 수용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수용부를 가지는 실지지부재와, 수술 부위에 삽입
가능함과 동시에 상기 실지지부재를 자유자재로 탈착 설치 가능한 시스와, 시스 안에 배치됨
과 동시에 상기 시스내에 셋팅된 상기 실지지부재를 변형시킴으로써 실조정부재의 상기 수
용부 안에 수용된 봉합사를 조여서 고정하는 실고정수단을 구비하고 있다([0007]).
상기 구성에 따르면 실지지부재의 수용부 내에 봉합사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실을 고정수
단에 의해 실지지부재를 변형시켜 봉합실을 조여서 고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실을 고정 수
단이, 초음파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상기 실지지부재를 변형시킬 경우 봉합작업을 더욱 신속
하게 진행할 수 있다([0008]).
마)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의료용 봉합기에 의하면 간단한 봉합 작업을 통해 충
분한 봉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의료용 봉합기는 실지지부재에 형성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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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 봉합사를 수용부 안에 끌어 들인 상태에서 실지지부재를 변형시켜 봉합사를 묶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고정을 확실, 용이 또한 신속하게 형성할 수 있다([0046]).
바) 주요 내용 및 도면
도 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봉합체(20)는 단면이 U자형 형상을 이루는 수지제의 실
지지부재(4), 이 실지지부재(4)에 접속고정된 봉합사(2)와, 봉합사(2)의 선단에 설치된 봉합바늘
(3)로 구성되어 있다([0010]).
도 3의 (g)에 나타내는 실고정부재(4g)는 나팔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조직을
꿰맨 봉합사(2)를 봉합바늘(3)과 함께 넓은 개구부(38)로부터 실지지부재(4g) 안에 삽입하여 좁
은 개구부(39)에서 꺼낸다([0023]).
이 나팔형상의 실지지부재(4g)는, 그 안에 봉합사(2)를 완전히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지
부재(4g)를 변형시켜 봉합사(2)를 단단히 묶을 때 봉합사(2)가 실지지부재(4g)에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봉합사(2)의 묶기를 진행하기 쉽다. 또, 넓은 개구부(38)를 갖기 때문에 실지지부
재(4g)에 봉합사(2)를 통과시키기 쉽다([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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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a)는 의료용 봉합기 구성 봉합체의 구성도,
[도3] 봉합체를 구성하는 실지지부재의 변형
(b)는 의료용 봉합기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
예를 나타내는 도면
(c)는 의료용 봉합기 주요부를 나타내는 측 단면도.

[도2] 도1의 의료용 봉합기를 이용하여 봉합작업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

2) 선행발명 34) (을 제133호증)
선행발명 3은 2010. 10. 28.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US 2010/0274283호에 게재된
‘앵커링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4) 특허법원 2018허2670 등록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4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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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외과용 장치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면을 따라 배치
된 미늘을 갖는 루프를 포함하는 봉합사와 같은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0002]).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외과 봉합은 조직 및 상처 봉합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 절차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외과 봉합은 일반적으로 한쪽 끝에 바늘이 부착되어 있다. 바늘이 조직을 관통할 때, 봉합사
가 들어갔다가 통과하여 조직을 빠져 나와서 매듭이 조직이나 상처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0003]).
부가적으로, 봉합사는 일반적으로 말단부에서 매듭을 사용하여 봉합 단부를 조직 내에 고정시
키고, 자유 단부가 조직을 통해 움직이도록 허용한다. 매듭 묶기는 절차에 시간을 추가하고 부피
가 큰 재료가 추가로 상처 부위에 남을 수 있어 현장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0004]).
다) 주요 기술적 구성
본 발명은 의료용 장치 및 이를 제조 및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의
료 장치는 근위부 및 말단부를 갖는 긴 몸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긴 몸체의 근위부는 자유
단부에서 종결되며; 상기 긴 몸체의 말단부는 루프를 형성하고; 상기 루프는 상기 루프의 표면을
따라 배치된 제 1 복수의 앵커를 포함하고; 및 루프의 근위부에 인접하여 배치된 거즈(pledget)를
포함한다([0006]).
본 발명의 방법은, 실시 예에서, 근위부, 긴 몸체 및 말단부를 갖는 봉합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봉합사의 말단부는 루프에서 끝나고, 상기
루프의 적어도 일부분은 복수의 미늘을 포함하며, 상기 봉합사는 상기 루프의 근위부에 인접하여
상기 긴 몸체 주위에 배치된 거즈를 포함하고; 관통점에서 조직으로 봉합사의 말단부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긴 몸체가 상기 관통점에서 거즈까지 당겨지도록 상기 조직을 통해 상기 봉합사를 전
진시키는 단계; 및 상기 조직에 봉합사를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0007]).
다른 실시 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의료 장치의 근위부를 조직 내로 삽입하는 단계, 조직을
거치게 긴 몸체를 당기는 단계, 및 상기 거즈가 상기 조직을 통한 상기 루프의 상기 근위부의 움
직임을 제한하도록 상기 조직을 통해 상기 긴 몸체의 상기 근위부를 전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8]).
봉합사(2)는 긴 몸체(10), 자유단(11)에서 끝나는 긴 몸체(10)의 근위부, 루프(14) 내로 형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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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루프(14) 내로 전환되거나, 또는 루프(14)에서 끝나는 긴 몸체(10)의 말단부를 포함한다
([0091]).
도 4b는 제 2 복수의 미늘(22)이 긴 몸체(10')를 따라 배치되는 고정용 봉합사(2')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다. 제 2 복수의 미늘(22)은 제1 복수의 미늘의 제1 방향과 상이한 제 2 방향으로 연
장된다. 도시된 실시 예에서, 제1 다수의 미늘(18')은 루프 표면을 따라 배치되고 고정용 봉합사
(2')의 전환 영역(16')을 향해 제1 방향으로 연장된다. 제2 복수의 미늘(22)은 긴 몸체(10)의 종축
(A)에 대하여 루프(14')를 향하여 제2 방향으로 연장된다([0093]).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늘(22)은 긴 몸체(10')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고 멀리 연장되어
미늘(22)과 고정용 봉합사(2')의 긴 몸체(10') 사이에 미늘 각(23a)을 형성한다([0094]).
본 발명은 상이한 말단 작용체들을 고려하며, 비 제한적 대안의 실시 예가 도 8A, 8B 및 8C에
도시되어 있다. 도 8a의 말단 작용체들은 고정용 봉합사의 근위단부를 향한 조직을 통한 루프(63)
의 단부의 이동이 제한되도록 배향된 제 2 복수의 미늘(60)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 예에서,
루프 (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 1 복수의 미늘 (62)은 루프 (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 2 복수의
미늘(60)과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8B의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중합체 재료의 구슬(65)이다. 일부 실시 예에서, 비드는 고정 루프와 유사한 재료로 이
루어질 수 있고, 다른 실시 예에서; 비드는 고정 루프와는 다른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8A
및 도 8B와 같은 일부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와 일체형이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거즈 또는 지지대와 같은 별도의 장치일 수 있다. 도 8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 상에 형성되거나 루프에 부착된 거즈(67)다. 이 실시 예에서, 루프를 생성하
기 전에, 봉합사가 거즈 (67)를 관통할 수 있고 봉합사의 길이가 거즈를 통해 잡아 당겨질 수 있
다. 거즈가 봉합사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미늘(68)의 일부를 가로질러 이동하면, 미늘은 거즈가 봉
합사와의 연결이 풀리는 것을 막을 것이고, 미늘은 봉합사에서의 거즈의 위치를 유지시킬 것이라
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루프는 전술한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성될 수
있고, 거즈(67)는 고정 루프의 가장 말단부에 위치될 수 있다. 말단 작용체는 여기에 설명된 구조
에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는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형상 및 장치를 고려할 수 있
음을 이해해야 한다([0099]).
도 11A는 도 8C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고정장치의 실시예의 제1위치를 도시한다. … 고정용
봉합사가 조직을 통해 더 전진되면 거즈(67)는 조직을 통해 루프의 말초부가 더 이상 움직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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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한다. 도시되고 설명된 말단 작용체의 다른 실시예는 도 11A 및 도 11B와 관련하여 기술
된 실시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다([0104]).
라) 주요 도면
[도 8a,b,c] 말단 작용체를 구비한 고정용 봉
합사의 다른 실시예의 측면도

[도 11] 조직의 일부가 제거된 조직의 제1, 2
위치에 있는 도8c의 고정용 봉합사의 평면도

3) 선행발명 4 (을 제134호증)
선행발명 4는 2004. 6. 17.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US 2004/0116963호에 게재된 ‘바
늘-봉합사 조합과 사용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외과용 바늘과 봉합사에 관련되고, 특히, 바늘-봉합사 조합과 바늘-봉합
사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되어 있다([0003]).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하려는 과제
오랜 세월 동안, 외과 의사들은 봉합사나 결찰사가 바늘 몸체의 끝에 붙어 있는 바늘-봉합사 조
합을 사용해왔다. 종래의 바늘-봉합사 조합의 예시가 도 1A및 도 1B에 묘사되어 있다. … 각각의
바늘(12)에 붙어있는 봉합사(14)가 하나의 봉합사이기 때문에, 봉합사(14)가 특정한 부분에 적용하
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복합사(14)를 특히 강한 소재로 만들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0005]).
또 다른 종래의 바늘-봉합사 조합의 예시가 도 2에 묘사되어 있다. … 도 1A 및 도 1B의 바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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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조합(10)과 같이 거즈 부재(35)는 봉합사(29)의 중앙부에 설치된다. 거즈(35)는 일반적으로 도
1A 및 도 1B의 거즈(16)의 형상이다. 다시, 도 1A 및 도 1B와 유사하게, 봉합사(29)는 연장되거나
각각의 거즈(35)를 통해서 즉, 봉합사 설치홀(미도시)을 통해서 꿰매진다([0006]).
비록 외과용 봉합사와 종래의 심장 수술 절차가 의도된 목적에 부합할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서 바늘-봉합사 조합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바늘-봉합사 조합을 사용에 있어 개선된 새로
운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에 덧붙여 일관되고 개선된 심장판막 치환과 심장 조직 사이 또
는 문합된 혈관 사이의 실질적으로 유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0013]).
다) 주요 기술적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는 외과 수술용 장치 즉, 바늘-봉합사 조합과 바늘-봉합사 조합을 사용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0014]).
간략하게 기술하면, 이러한 바늘-봉합사 조합의 제1실시예는 2개의 외과용 바늘을 포함하고, 각
각의 외과용 바늘의 단부에는 봉합사 수용구가 형성되고, 두개의 봉합사가 두 바늘의 단부에 형성
된 봉합사 수용구에 붙어있다([0015]).
바늘-봉합사 조합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의 제1실시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조직과 제2조직을
통과하고 각각 제1,2봉합사와 연결되는 제1,2바늘을 포함한 두 바늘-봉합사 조합; 그를 통해 봉합
사를 풀링하는 것; 봉합사에서 바늘은 제거하여 봉합사에 자유 단부를 제공하는 것; 제1바늘-봉합
사 조합의 제1봉합사의 자유 단부를 함께 묶는 것; 그리고 제1바늘-봉합사 조합의 제2봉합사의 자
유 단부를 제2바늘-봉합사 조합의 제2봉합사와 묶는 것([0016]).
라) 주요 도면
[도 3] 바늘-봉합사 조합의 제1실시예

4) 선행발명 5 (을 제135호증)
선행발명 5는 2003. 1. 14.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US 6,506,197호에 게재된 ‘루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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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조합을 사용하여 심장에 판막을 부착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이 관련된 분야는 수술 바늘 및 봉합사, 특히 심장 수술에 사용하기 위한 수술 바늘
및 봉합사, 및 수술 바늘 및 봉합사를 이용한 심장 수술 절차이다.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하려는 과제
일반적으로, 수술용 바늘 및 봉합사 조합은 통상적인 이중 암(arm) 봉합사이다. 즉, 통상의
심장 수술용 바늘은 봉합사의 각 단부에 장착되고, 선택적으로 거즈 부재가 봉합사에 장착된다.
각 바늘은 외과의사에 의해 고리 및 봉합 링을 통과하고, 바늘에 장착된 봉합사는 바늘에 의해
생성된 경로를 통해 당겨진다. 봉합사의 양쪽 끝을 잡아 당긴 후, 바늘을 이중 암(arm) 봉합사의
단부에서 잘라내어 자유단부를 만든 다음, 자유단부를 함께 묶어 봉합 링과 판막을 고리에 단단
히 고정시킨다.
판막 교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 하나는 봉합 링을 고리에 봉합하는 것
이다. … 인장된 봉합사에 의해 심장 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
지대를 봉합사에 장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기존 지지대의 한 유형은 거즈로 알려져 있다. 거즈 도구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통
상 생체 적합성 재료로 만들어진다. 거즈는 봉합사에 장착되어 조직의 찢어짐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 선행 기술의 외과 봉합 및 심장 외과 수술은 그들의 의도된 목적에 충분하지만, 개선된
심장 수술 봉합 및 외과 수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봉합사 장착 시간이 상당히 감소되는
개선된 판막 교체 수술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선된 심장 바늘 및 봉합사 조합이
교체 심장 판막과 심장의 고리 사이에 일관적이고 개선된 유체 기밀 경계면을 제공하는 개선된
수술 과정과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수술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규한 수술용
봉합사 및 바늘의 조합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심장 판막 교체 절차에 유용한 새로운 봉합 및 바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바늘 및 봉합사에 장착되는 신규한 거즈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신규한 수술용 봉합사 및 수술용 바늘의 조합을
사용하여 심장의 판막 고리에 교체 심장 판막을 부착하는 신규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심장 판막 교체 수술 절차에 유용한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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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기술적 구성
이 키트는 본 발명의 다수의 신규한 수술 바늘 및 봉합사 조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술
봉합 및 수술 바늘 조합이 개시된다. 상기 조합은 말단부 및 근위의 봉합사-장착 단부를 갖는
수술용 바늘을 갖는다. 말초의 피어싱 포인트는 말단부로부터 연장된다. 상기 조합은 또한 제1
및 제2 단부를 갖는 수술용 봉합사를 갖는다. 각각의 봉합사 단부는 수술용 바늘의 봉합사 장착
단부에 장착되어, 봉합사에 루프를 형성한다. 봉합사 루프는 봉합사의 단부에 인접한 상부 및 대
향된 하부를 갖는다. 상기 조합은 선택적으로 봉합사 루프에 장착된 거즈 부재를 갖는다. 본 발
명의 또 다른 상태는 심장 판막 교체 수술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키트이다. 또한 각각의 조합은
제1 및 제2 단부를 갖는 수술용 봉합사를 갖는다. 각각의 자유단부는 수술용 바늘의 봉합사 장
착 단부에 장착되어, 봉합사에 루프를 형성한다. 루프는 봉합사의 단부에 인접한 상부 및 대향된
하부를 갖는다. 또한 상기 조합은 봉합사 루프에 장착된 거즈 부재를 갖는다. 선택적으로, 조합
의 절반은 제1 색을 갖는 봉합사를 가지며, 나머지 절반은 제2 색의 봉합사를 갖는다. 바늘 및
봉합사 조합은 패키지에 장착된다.
바늘 및 봉합사 조합은 패키지에 장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상태는 심장 판막의 고리 상
에 봉합 링을 갖는 교체 심장 판막을 수술적으로 장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고리는 상면 및 하
면을 갖는다. 상기 방법은 초기에 봉합 링을 갖는 교체 심장 판막을 제공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심장 판막은 상기 봉합 링이 상기 판막의 리플렛이 제거된 후에 본래 판막의 고리의
상면 또는 하면에 인접하여 실질적으로 접촉하도록 심장에 이식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전술된 복수의 수술용 봉합사 및 수술용 바늘의 조합이 제공된다. 각각
의 조합은 피어싱 지점을 갖는 말단부 및 근위의 봉합사 장착 단부를 갖는 수술용 바늘을 갖는
다. 각각의 조합은 또한 제1 및 제2 단부를 갖는 수술용 봉합사를 갖는다. 그 단부는 바늘의 봉
합사 장착 단부에 장착되어, 봉합사의 단부에 인접한 상부 및 대향된 하부를 갖는 봉합사 루프
를 형성한다. 거즈 부재가 봉합사 루프에 장착된다. 다음으로, 바늘은 고리 및 봉합 링을 통과하
고, 봉합사 루프는 거즈가 고리의 표면과 실질적으로 접촉할 때까지 고리 및 봉합 링을 통해 당
겨진다. 그 다음, 바늘은 봉합사 루프로부터 절단되어 제1 및 제2 자유 봉합사 단부를 제공한다.
이 단계는 나머지 루프 봉합사 조합과 함께 반복된다. 그 다음, 봉합사의 자유단부들을 함께 매
듭지어 판막을 고리 상에 고정시킨다. 선택적으로, 조합의 절반은 제1 색을 갖는 봉합사를 가지
며, 조합의 나머지 절반은 제2 색을 갖는 봉합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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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도면
[도 4a] 3개의 봉합 개구를 갖는 본 발명의 봉
[도 9] 봉합 링과 고리를 통과한 후의 본 발명
합사 및 바늘의 조합에 유용한 원형 거즈 부재
의 바늘과 루프 봉합사 조합을 도시하는 부분
[도 6c] 거즈 부재의 구멍을 통한 봉합사의 직
단면도
조의 상이한 패턴의 예

다.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의 진보성 유무
1)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과 선행발명 3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
요소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

선행발명 3 (을 제133호증)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며, 직경 봉합사(2)는 긴 몸체(10), 자유단(11)에서 끝나는 긴 몸체
이 봉합사의 직경보다 크고, 봉합 (10)의 근위부, 루프(14) 내로 형성되거나, 루프(14) 내로
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전환되거나, 또는 루프(14)에서 끝나는 긴 몸체(10)의 말단
이상 갖는, 봉합사의 말단이 피부 부를 포함한다([0091])5).
1

나 조직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하 본 발명은 상이한 말단 작용체들을 고려하며, … 도 8b의
는 봉합사 지지체로서, 상기 봉합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중합체 재료의 구슬
사 지지체가 위가 잘린 원뿔 또는 (65)이다. … 일부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와
각뿔형으로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 일체형이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거즈
하는 중공(中空)을 구비하되,

또는 지지대와 같은 별도의 장치일 수 있다. 도 8c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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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 상에 형성되거나 루
프에 부착된 거즈(67)다. 이 실시 예에서, 루프를 생성하기
전에, 봉합사가 거즈(67)를 관통할 수 있고 봉합사의 길이
가 거즈를 통해 잡아 당겨질 수 있다. … 거즈(67)는 고정
루프의 가장 말단부에 위치될 수 있다. 말단 작용체는 여
기에 설명된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 다른 형상 및 장치
를 고려할 수 있음([0099]).
도 11A는 도 8c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고정장치의 실시예의
제1위치를 도시한다. … 고정용 봉합사가 조직을 통해 더 전
진되면 거즈(67)는 조직을 통해 루프의 말초부가 더 이상 움
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도시되고 설명된 말단 작용체의 다른
실시예는 도 11A 및 도 11B와 관련하여 기술된 실시예와 유
사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다([104]).
상기 봉합사의 전반부는 봉합사
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앞
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이
형성되고, 상기 봉합사의 후반부
는 봉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
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
합사의 뒷말단을 향해 경사지도
록 미늘이 형성되며,
2

도 4b는 제 2 복수의 미늘(22)이 긴 몸체(10')를 따라 배치되
는 고정용 봉합사(2')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다. 제 2 복수
의 미늘(22)은 제1 복수의 미늘의 제1 방향과 상이한 제 2
방향으로 연장된다. 도시된 실시 예에서, 제1 다수의 미늘
(18')은 루프 표면을 따라 배치되고 고정용 봉합사(2')의 전환
영역(16')을 향해 제1 방향으로 연장된다. 제2 복수의 미늘
(22)은 긴 몸체(10)의 종축(A)에 대하여 루프(14')를 향하여
제2 방향으로 연장된다([0093]).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늘(22)은 긴 몸체(10')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고 멀리 연장되어 미늘(22)과 고정용 봉합사
(2')의 긴 몸체(10') 사이에 미늘 각(23a)을 형성한다([0094]).
도 8a의 말단 작용체들은 고정용 봉합사의 근위단부를 향한
조직을 통한 루프(63)의 단부의 이동이 제한되도록 배향된 제
2 복수의 미늘(60)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 예에서, 루프
(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1 복수의 미늘(62)은 루프(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2 복수의 미늘(60)과 대체로 반대 방향으
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8b의 다른 실시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중합체 재료의 구슬(65)이다. … 도 8c에 도
시 된 바와 같이,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 상에 형성되거나 루
프에 부착된 거즈(67)다([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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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말단 봉합사가 거즈(67)를 관통할 수 있고 … 루프는 전술한 것
이 모두 상기 봉합사 지지체의 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성될 수 있고, 거즈

3

중공을 관통하여 결합되는 것을 (67)는 고정 루프의 가장 말단부에 위치될 수 있다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 지지체.

([0099]).

주요
도면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이하 ‘제13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요소 1은 ①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고, ② 직경이 봉합사의 직경보다 크며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
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가지고, ③ 봉합사의 말단이 피부나 조직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5) 선행발명 3의 명세서([0085])에는 “근위부”란 사용자에 더 가까운 장치의 부분을, “말초부”란 사용자로부터 더
멀리 있는 장치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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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하며, ④ 위가 잘린 원뿔형 또는 각뿔형으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중
공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 지지체’이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는 ‘거즈 또는 지지대와 같은 별도 장
치인 말단 작용체’로서, 이는 봉합사 몸체의 말단에 형성된 루프에 부착되고, 봉합사가
관통할 수 있는 것이며, 봉합사가 조직을 통해 전진할 때 조직을 통해 루프의 말초부
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살피건대,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요소는 ① 서
로 별개인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말단 작용체)6)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②
봉합사 지지체(말단 작용체)에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
으며, 봉합사가 관통할 수 있도록 그 구멍의 직경이 봉합사의 직경보다 큰 것은 자명
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③ 봉합사의 말단(루프의 말초부)이 피부나 조직
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제13항 발명은 봉합사 지지체가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말단 작용체는 루프의 말단에 결합하기는 하지만,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또한, 제13항 발명의 봉합사 지지체는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중공을 구비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에는 거즈 등의 형상
을 갖는 말단 작용체가 개시되어 있을 뿐 중공을 구비하거나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
뿔형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
이점 2’).

6) 괄호 안은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를 기재한 것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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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구성요소 2
㈎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봉합사’로, 봉합사의 전반부에는 봉합사의 종축
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앞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
이 형성되고, 봉합사의 후반부에는 봉합사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
만으로 봉합사의 뒷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선행발명 3에는 몸체 및 루프에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미늘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는데, 그 중 [도 4A, 4B]에는 봉합사 몸체의
종축과 미늘이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 미만으로 봉합사의 일 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이 봉합사의 몸체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도 6, 8B, 8C, 11A]에
는 봉합사 루프의 두 가지에 미늘이 형성되어 있되, [도 4A, 4B]의 몸체에 도시된 미
늘과 동일한 방향 및 각도로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 2가 특정하고 있는 미늘의 방향 및 각도는
선행발명 3의 [도 6, 8B, 8C, 11A]에 개시된 봉합사 몸체 및 루프에 형성된 미늘의 방
향 및 각도와 동일하다.
다만, 제13항 발명은 봉합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형성된
미늘의 방향 및 각도를 특정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3은 봉합사를 몸체 및 루프 또는
루프의 두 가지로 구분할 뿐, 봉합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으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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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3의 명세서([97])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는 고정 루프(49)와 비교
하여 종방향 길이가 더 짧은 긴 몸체(44)를 가질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6,
8B, 8C, 1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봉합사의 몸체를 매우 짧게 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
러한 경우 봉합사의 몸체와 루프의 두 가지가 각각 봉합사의 전반부 및 후반부와 같은
형태가 되고 각 부분에 형성된 미늘의 방향 및 각도가 서로 대칭을 이루게 되므로 구
성요소 2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⑶ 구성요소 3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말단이 모여져 모두 한 방향으
로 봉합사 지지체의 중공을 관통하여 결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은 봉합사의 루
프가 거즈 등 말단 작용체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루프의 한쪽 가지만 말단
작용체를 관통함으로써 봉합사가 말단 작용체를 양 방향으로 관통하여 결합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및 2
㈎ 제13항 발명의 봉합사 지지체는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고, 봉합사 지지체의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중공을 구비하고 있으며, 위가 잘린 원뿔형 또는 각뿔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의료용 봉합기에 관한 발명으로,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봉합사가 연결고정되면서 봉합사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부를 갖는 실지지부재가 개시되어 있고, 실지지부재는 그 수용부 내에 봉합사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실을 고정수단에 의해 봉합실을 조여서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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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도면과 같이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면서 양 말단부가 관통
되도록 복수의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쪽에 개구부를 갖는 위가 잘린 원뿔형’의 실지
지부재(도 3.g의 4g)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지지부재가 실시예로 제시되어 있으
며, 실지지부재가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 있다.
[0023] 도면 3(g)에 나타난 실고정부재(4g)는 나팔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조직
을 꿰맨 봉합사(2)를 봉합바늘(3)과 함께 넓은 개구부(38)부터 실지지부재(4g) 안에 삽입하여 좁
은 개구부(39)에서 꺼낸다.
[0024] 이 나팔모양의 실지지부재(4g)는 그 안에 봉합사(2)를 완전히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지지부재(4g)를 변형시켜 봉합사(2)를 단단히 묶을 때 봉합사(2)가 실지지부재(4g)에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봉합사(2)의 묶기를 진행하기 쉽다. 또, 넓은 개구부(38)를 갖기 때문에 실지지부재
(4g)에 봉합사(2)를 통과시키기 쉽다.
[0031] 도면 5(b)에 나타낸 실지지부재(60)는 원통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봉합사(2)를 통과시키
기 위한 소경 구멍(61)을 가진다. 또한 도면 5(a)는 실지지부재(60)를 갖는 봉합체(20)를 나타내
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봉합사(2)를 실지지부재(60)의 소경 구멍(61)에 삽통한 상태에서 매듭
(63)을 형성하고 실지지부재(60)에 봉합사(2)를 고정한다.
[0035] 다른 조직 부위를 봉합하는 경우에는 가위 겸자(69)에 의해 잘라낸 봉합사(2)를 별도로
준비한 실지지부재(60)의 소경 구멍(61)을 통해서(도면 6c 참조) 다시 매듭을 형성하면 좋다(도면
6d 참조).
[0036] 또한 실지지부재(60)는 원통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봉합사(2)를 완전히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지부재(60)를 변형시켜 봉합사(2)를 묶는 동안에 봉합사(2)가 실지지부재(60)
로부터 빠져 버리지 않는다.
[0037] 도면 7은 실지지부재(60)의 변형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 7(a)의 실고정부재(60a)는 봉
합사(2)가 삽입통과 가능한 직경이 다른 복수의 구멍(61a, 61b, 61c)을 가지고 있다. 이 구성에
서는 봉합에 적합한 굵기의 봉합사(2)를 선택한 후 선택한 봉합사(2)의 두께에 대응하는 직경의
구멍(61a, 61b, 61c)에 봉합사(2)를 통과시킨다. 그 다음 봉합사(2)의 말단에 매듭(63)을 만든다.
[0042]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실시예에서는 실지지부재를 변형시켜 봉합사를 묶는 것에 의해 봉
합사와 실지지부재와의 결합을 행하고 있지만 접착, 용접, 압착 등에 의해 양자를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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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봉합체를 구성하는

[도6] 봉합체를 이용하여

실지지부재의 변형예

봉합작업을 하는 모습

[도7] 실지지부재의 변형예

㈐ 살피건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의료용 봉합사에 의해 조직을 꿰맬 때
사용하는 의료용 봉합기 또는 고정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
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와 선행발명 3의 말단 작용체는 조직을 꿰맨 후 조직 내에 있
는 봉합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목적과 용도가 동일하며, 선행발명 3
의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말단 작용체를 다른 형상으로 변형할 수 있음이 시사되
어 있으므로 이를 선행발명 1의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면서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복수의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쪽에 개구부를 갖는 위가 잘린 원뿔형’의 실지지부재
(도 3.g의 4g)로 변형할만한 동기도 충분한 점,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실지지부
재를 결합함에 있어 커다란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달리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
의 결합을 방해할만한 장애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 및 2를 극복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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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이점 3
㈎ 제13항 발명은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말단이 모여져 모두 한 방향으로 봉합사
지지체의 중공을 관통하여 결합되는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
에서 봉합사의 일 말단은 실지지부재의 소경 구멍을 관통한 상태에서 매듭지어지는 형
태로 실지지부재에 결합되어 있고, 봉합사의 다른 말단은 봉합바늘에 연결되어 봉합바
늘과 함께 실지지부재의 개구부에 삽입되어 관통한 다음 실지지부재를 변형시키는 등
의 방법으로 봉합사를 묶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제13항 발명의 봉합사 지지체도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청구범위에는 복수의 구멍 중에서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말
단이 하나의 동일한 구멍으로 삽입되어 관통하는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는 선행발명 1에서 봉합사의 양쪽 말단이 모두 한 방향으로 실지지부재를 관통하여 결
합하되, 봉합사의 일 말단은 실지지부재의 중앙부 공간을 관통하고 다른 말단은 실지
지부재의 소경 구멍을 관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그렇다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에 선행발명 1의 봉합사 양 말단이 실지지부재를 관통하는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차이
점 3을 극복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제13항 발명은 봉합사의 양 말단이 봉합사 지지체의 중공을 관통하므로
봉합사에 형성된 미늘이 손상될 염려가 없는 반면, 선행발명 3과 같이 미늘이 형성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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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루프의 중앙부에 거즈가 관통하여 결합된 경우 루프 길이의 절반 정도가 거즈를 관
통해 지나가야 하므로 결합 과정에서 미늘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의 거즈 등 말단
작용체를 선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로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실지지부
재는 봉합사가 삽입되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직경을 갖는 복수의 구멍 또는 개구부
를 가지므로, 선행발명 3에서 루프에 미늘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지부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미늘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행발명 3을 선
행발명 1과 같이 봉합사의 양 말단이 실지지부재를 관통하는 것으로 변형할 경우 루프
에 형성된 미늘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원고는, 제13항 발명은 봉합사의 양 말단에 바늘이 아닌 봉합사 지지체가 결합
되어 있어 바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에는 봉합사의 일 말단 또는 양 말단에
바늘이 연결되어 있는 실시예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실시예들을 포섭하는 선
행발명 1의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와 선행발명 3의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는 아
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봉합바늘은 그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비
추어 보면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의 명세서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위 실시예만을
참고하여 봉합바늘 없는 의료용 봉합기 또는 고정용 봉합사를 착안해 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으로부터 바늘을 결
합하지 않은 봉합사 및 말단 작용체 또는 실지지부재를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
한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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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선행발명 1의 청구항 1]
봉합사가 연결고정되어 이루어진, 상기 봉합사의 일부를 수용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수용부를 가
진 실지지부재와, 수술부위에 삽입가능하고 동시에 상기 실지지부재를 자유롭게 탈착 셋팅 가능
한 시스와, 상기 시스 안에 배치되어 상기 시스 안에 셋팅된 상기 실지지부재를 변형시킴으로써
실지지부재의 상기 수용부 안에 수용된 봉합사를 조여 고정하는 실고정수단 등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의료용 봉합기.
[선행발명 3의 청구항 1]
조직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근위부, 긴 몸체 및 말초부, 봉합사의 말초부는 루프에서 종결되
고, 루프의 적어도 일부는 복수의 미늘을 포함하고, 루프의 근위부에 인접하게 긴 몸체 주위에
배치된 거즈를 포함하는 봉합사;를 갖는 봉합사를 제공하는 단계; 관통점에서 조직으로 봉합사의
근위부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긴 몸체가 상기 관통점을 지나 상기 거즈까지 당겨 지도록 상기
조직을 통해 상기 봉합사를 전진시키는 단계; 및 조직에 봉합사를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⑶ 원고는, 제1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이상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에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
는 중공이 있고 양쪽 말단부가 상기 중공을 관통한다는 기재는 하나의 중공이라는 의
미로 다시 한정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므로 선행발명 1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갖는 … 봉합사 지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도 ‘봉합사를 지지체에
형성된 구멍 또는 중공으로 통과시킨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3항 발명의
청구범위가 봉합사의 양 말단이 하나의 중공으로 통과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한정하여 해석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봉합사의 양쪽 말단이 모두
한 방향으로 실지지부재를 관통하여 결합하되, 봉합사의 일 말단은 실지지부재의 중앙
부 공간을 관통하고 다른 말단은 실지지부재의 소경 구멍을 관통하는 선행발명 1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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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봉합사의 양 말단이 모두 하나의 구멍을 관통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⑷ 원고는, 제13항 발명은 봉합사의 앞말단과 뒷말단이 모두 봉합사 지지체와 결
합되는 구조이고, 미늘의 방향과 각도가 봉합사 말단을 향하여 예각으로 경사진 형태
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도6, 8b, 8c, 11a에 개시된 봉합사는 일말단과 타말단이 바늘
쪽에서 합쳐진 상태의 것이므로 미늘의 방향과 각도가 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선
행발명 3으로부터 제13항 발명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3항 발명은 두 가닥의 봉합사에 형성된 미늘이 생체 조직 내에
서 봉합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봉합사의 말단이 원하는 지점
을 지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합사 지지체를 사용한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
는바, 제13항 발명의 봉합사 미늘방향과 봉합사 지지체의 상대적인 배치 관계는 선행
발명 3과 동일하고, 다만 봉합사의 말단이 합쳐지는 위치가 봉합사 지지체 쪽에 형성
되는지 아니면 봉합사 지지체의 반대 방향에 형성되는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위치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
다. 또한, 제13항 발명은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만을 구성요소로 채택하고 있을 뿐이
므로 바늘이나 삽입장치 등 기타 구성요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선행발명 3과 그 기
능이나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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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3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위 구성상 차이점
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으므
로,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1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유무
1)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과 선행발명 3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
요소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선행발명 3 (을 제133호증)
봉합사(2)는 긴 몸체(10), 자유단(11)에서 끝나는 긴 몸체
(10)의 근위부, 루프(14) 내로 형성되거나, 루프(14) 내로
전환되거나, 또는 루프(14)에서 끝나는 긴 몸체(10)의 말단
부를 포함한다([0091]).

제1말단 및 제2말단을 가지는 봉합
사에 있어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의 모양이며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단부에 아래 말단으로부
1

터 세로 방향으로 절개된 부위를 하
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의 벽에 말
단으로부터 형성된 하나 이상의 틈
이 형성된 봉합사 지지체가 봉합사
의 제1말단에 구비되며,

본 발명은 상이한 말단 작용체들을 고려하며, … 도 8b의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중합체 재료의 구슬
(65)이다. … 일부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와
일체형이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거즈
또는 지지대와 같은 별도의 장치일 수 있다. 도 8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말단 작용체들은 루프 상에 형성되거나 루
프에 부착된 거즈(67)다. 이 실시 예에서, 루프를 생성하기
전에, 봉합사가 거즈(67)를 관통할 수 있고 봉합사의 길이
가 거즈를 통해 잡아 당겨질 수 있다. … 거즈(67)는 고정
루프의 가장 말단부에 위치될 수 있다. 말단 작용체는 여
기에 설명된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 다른 형상 및 장치
를 고려할 수 있음([0099]).
도 11A는 도 8c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고정장치의 실시예의
제1위치를 도시한다. … 고정용 봉합사가 조직을 통해 더 전
진되면 거즈(67)는 조직을 통해 루프의 말초부가 더 이상 움
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도시되고 설명된 말단 작용체의 다른
실시예는 도 11A 및 도 11B와 관련하여 기술된 실시예와 유
사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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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봉합사 지지체는 위쪽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이 봉합 봉합사가 거즈(67)를 관통할 수 있고 … 루프는 전술한 것
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기 연통 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성될 수 있고, 거즈

2

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 (67)는 고정 루프의 가장 말단부에 위치될 수 있다
져 있으며, 두 줄 이상으로 구성되는 ([0099]).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

주요
도면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요소 1은 ① 위
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의 모양이며 ②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연통구멍을 구비하
고 있고 ③ 봉합사의 제1말단에 봉합사 지지체가 구비되되, ④ 봉합사 지지체는 양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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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에서 직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단부에 아래 말단으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절
개된 부위를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의 벽에 말
단으로부터 형성된 하나 이상의 틈이 형성되어 있고, ⑤ 봉합사가 제1말단 및 제2말단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는 ‘거즈 또는 지지대와 같은 별도 장
치인 말단 작용체’로서, 이는 봉합사 몸체의 말단에 형성된 루프에 부착되고, 봉합사가
관통할 수 있는 것이며, 봉합사가 조직을 통해 전진할 때 조직을 통해 루프의 말초부
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살피건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요소는 ① 서
로 별개인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말단 작용체)7)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②
봉합사 지지체(말단 작용체)에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③ 봉
합사의 말단(루프의 말초부)이 피부나 조직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제1항 발명은 봉합사 지지체가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말단 작용체는 루프의 말단에 결합하기는 하지만,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1’).
또한, 제1항 발명의 봉합사 지지체는 양쪽 말단부가 관통되는 연통구멍을 구비
한,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이고, 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
단부에 아래 말단으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절개된 부위를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의 벽에 말단으로부터 형성된 하나 이상의 틈이 형성된

7) 괄호 안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를 기재한 것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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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에는 거즈 등의 형상을 갖는 말단 작용체가 개
시되어 있을 뿐 중공을 구비하거나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인지, 절개부위나 틈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2-1’).
⑵ 구성요소 2
㈎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봉합사 지지체가 위쪽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
경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상기 연통구멍을 통하여 상기 봉합사에
꿰어져 있으며, 봉합사는 두 줄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은 봉합사의
루프가 거즈 등 말단 작용체를 관통한다는 점, 봉합사가 두 줄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
만, 봉합사 지지체의 결합 방향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3-1’).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⑴ 차이점 1-1 및 2-1
㈎ 제1항 발명의 봉합사 지지체는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고, 봉합사 지지체의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연통구멍을 구비하고 있으며, 위가 잘린 원뿔형 또는 각뿔형
이고, 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더 큰 쪽인 아래쪽의 말단부에 아래 말단으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절개된 부위를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아래쪽 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말단부
의 벽에 말단으로부터 형성된 하나 이상의 틈이 형성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의료용 봉합기에 관한 발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선
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봉합사가 연결고정되면서 봉합사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부를 갖는 실지지부재가 개시되어 있고, 실지지부재는 그 수용부 내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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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실을 고정수단에 의해 봉합실을 조여서 고정하는 기능을 하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본 도면과 같이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면서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복수의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쪽에 개구부를 갖는 위가 잘린
원뿔형’의 실지지부재(도 3.g의 4g)를 비롯하여 ‘봉합사의 말단 방향에 절개된 부위 혹
은 틈이 형성된 실지지부재(도3의 a 내지 f, 도7의 b, c)’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실지
지부재가 실시예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지지부재가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어 있는 형
태가 나타나 있다.
㈐ 살피건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의료용 봉합사에 의해 조직을 꿰맬 때
사용하는 의료용 봉합기 또는 고정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
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와 선행발명 3의 말단 작용체는 조직을 꿰맨 후 조직 내에 있
는 봉합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목적과 용도가 동일하며, 선행발명 3
의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말단 작용체를 다른 형상으로 변형할 수 있음이 시사되
어 있으므로 이를 선행발명 1의 ‘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면서 양 말단부가 관통되도록
복수의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양쪽에 개구부를 갖는 위가 잘린 원뿔형’의 실지지부재
(도 3.g의 4g)로 변형할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 선행발명 1에는 틈과 절개부위가 형성
된 실지지부재 구성이 여러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도3의 a 내지 f, 도7의 b, c) 통상
의 기술자라면 실지지부재를 설계하면서 틈이나 절개부위 형태를 적용할 동기도 충분
한 점,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를 결합함에 있어 커다란 구조변경이 필
요하지 않고, 달리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의 결합을 방해할만한 장애요소를 찾기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실지지부재를 결
합함으로써 차이점 1-1 및 2-1을 극복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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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⑵ 차이점 3-1
㈎ 제1항 발명은 봉합사 지지체가 위쪽 말단(양 말단 중에서 직경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제1말단을 향하도록 연통구멍을 통하여 봉합사에 꿰어져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봉합사 지지체의 양 말단 중 직경
이 작은 쪽이 봉합사의 말단을 향하도록 하는 형태가 기재되어 있다(도3.g의 4g).
㈐ 그렇다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에 선행발명 1의 봉합사 양 말단이 실지지부재를 관통하는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차이
점 3-1을 극복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항 발명은 봉합사의 양 말단에 바늘이 아닌 봉합사 지지체가 결합되어
있어 바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에는 봉합사의 일 말단 또는 양 말단에 바늘
이 연결되어 있는 실시예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실시예들
을 포섭하는 선행발명 1의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와 선행발명 3의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에 봉합바늘은 그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
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의 명세서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위 실시예만을 참고하여 봉합
바늘 없는 의료용 봉합기 또는 고정용 봉합사를 착안해 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으로부터 바늘을 결합하지 않은 봉
합사 및 말단 작용체 또는 실지지부재를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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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특허의 청구항 제2항과 선행발명 3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
요소

제2특허의 청구항 제2항

선행발명 3 (을 제133호증)
도 4b는 제 2 복수의 미늘(22)이 긴 몸체(10')를 따라 배
치되는 고정용 봉합사(2')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다. 제
2 복수의 미늘(22)은 제1 복수의 미늘의 제1 방향과 상이
한 제 2 방향으로 연장된다. 도시된 실시 예에서, 제1 다
수의 미늘(18')은 루프 표면을 따라 배치되고 고정용 봉합
사(2')의 전환 영역(16')을 향해 제1 방향으로 연장된다. 제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사는
봉합사의 제2말단를 향하여 상
기 봉합사의 종축-상기 봉합사
1

의 제2말단방향-미늘이 형성하
는 각(θ1)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된 미늘이 표면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
합사

2 복수의 미늘(22)은 긴 몸체(10)의 종축(A)에 대하여 루
프(14')를 향하여 제2 방향으로 연장된다([0093]).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늘(22)은 긴 몸체(10')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고 멀리 연장되어 미늘(22)과 고정용 봉합
사(2')의 긴 몸체(10') 사이에 미늘 각(23a)을 형성한다
([0094]).
도 8a의 말단 작용체들은 고정용 봉합사의 근위단부를 향
한 조직을 통한 루프(63)의 단부의 이동이 제한되도록 배
향된 제2 복수의 미늘(60)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 예
에서, 루프(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1 복수의 미늘(62)은
루프(63)의 근위부에 위치한 제2 복수의 미늘(60)과 대체
로 반대 방향으로 배향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8b의
다른 실시예에서, 말단 작용체들은 중합체 재료의 구슬(65)
이다. … 도 8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말단 작용체들은 루
프 상에 형성되거나 루프에 부착된 거즈(67)다([0099]).

나) 검토
제2특허의 청구항 제2항(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은 ‘봉합사’로, 봉합사의 제2말
단를 향하여 상기 봉합사의 종축-상기 봉합사의 제2말단방향-미늘이 형성하는 각(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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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각을 이루도록 경사지게 형성된 미늘이 표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3에는 몸체 및 루프에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미늘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는데, 그 중 [도 4A, 4B]에는 봉합사 몸체의 종
축과 미늘이 형성하는 각이 모두 예각으로 봉합사의 일 말단을 향해 경사지도록 미늘
이 봉합사의 몸체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도 6, 8B, 8C, 11A]에는 봉
합사 루프의 두 가지에 미늘이 형성되어 있되, [도 4A, 4B]의 몸체에 도시된 미늘과
동일한 방향 및 각도로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제2항 발명이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 미늘의 방향 및 각도는 선행발명 3
의 [도 6, 8B, 8C, 11A]에 개시된 봉합사 몸체 및 루프에 형성된 미늘의 방향 및 각도
와 동일하다.
3) 정리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위 구성상 차이점
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으므
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1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종합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제1특허의 청구항 제13항, 제2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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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위 각 특허발
명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특허
및 제2특허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3특허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제품 생산
1)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25, 40 내지 62, 67 내지 73, 81, 83, 84, 88, 89,
92, 93, 101, 120, 125, 126, 134 내지 1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C, H는 2013. 10.경 O 병원으로부터 캐뉼러, 스타터 등의 납품주문을
받고 이를 함께 제작하여 O 병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H는 2013. 11.경 피고 C과 거래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S을 대표로
하여 T를 설립하였다. 그 무렵 피고 C은 피고 H에게 실에 가시를 내어 납품해달라고
주문하였고, 피고 H는 소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로부터 녹는 의료용 실을 구입
하여 직접 미늘(가시)을 만든 다음 T 명의로 피고 D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된
봉합사의 형상은 별지1 목록 제4항의 참고사진과 같다.
다) 피고 C은 피고 H에게 PC HUB(이하 ‘허브’라고 한다)의 샘플을 보여주며 납품
을 주문하였고, 피고 H는 세운프라스틱의 대표인 AF에게 샘플을 보여주면서 끝부분을
길게 만들어 달라거나 AF가 만든 허브를 보고 허브의 크기를 줄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제작‧납품받아 이를 T 명의로 피고 D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된 허브의 형
상은 별지1 목록 제5항의 참고사진 중 좌측 사진과 같다.
라) 또한, 피고 C은 피고 H에게 카테터 100㎖와 45㎖의 두 종류 및 스타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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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unch를 제작하여 납품해달라고 주문하였고, 피고 H는 피고 E에 그 제작을 하도급
주어 납품받은 제품을 T 명의로 피고 D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된 카테터의 형
상은 별지1 목록 제1항의 참고사진과 같고, 스타터 240㎜와 punch의 각 형상은 별지1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각 참고사진과 같다.

마) 한편, 피고 H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업체인 V의 대표 W을 찾아가 "

"와

같은 형상의 봉합사 지지체(W은 이를 제조한 금형에 “꼬깔”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 H
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작은 고깔”이라고 호칭하고 PC HUB를 “고깔”이라고 호칭하였
으며, “CON”과 “PC HUB”가 구별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H는 CON이
성형수술할 때 인체에 삽입되는 실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을 개발하기 위해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를 종이에 그려 보이면서 이를 제조
할 수 있는 금형 및 샘플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W은 주문받은 금형 및 샘플의 제작을
완료한 후 이를 이용하여 봉합사 지지체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된 봉
합사 지지체의 형상은 별지1 목록 제6항의 참고사진 중 우측 사진과 같다.
바) 피고 D, C, H는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D 또는 피고 C의 형제인
R(상호: X8), 위 업체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위 2) 내지 5)항 기재 제
품을 O 병원(이하 N가 대표인 일본국 법인 Y 포함)에 납품하였는데, 그 중 페이스 업
캐뉼러(100㎖/45㎖, Face Up Cannular) 제품과 스타터[Starter (Wire&Punch)] 제품은
O 병원에 직접 수출하였고, 허브, 봉합사, 콘(봉합사 지지체)은 싱가포르에 있는 소외
Z[대표이사 AA, N가 1인 주주]를 경유하여 O 병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다.
8) 싱가포르의 Z와의 거래를 제외하면 다른 거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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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D가 위와 같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허브, 봉합사, 콘 중 일부
제품은 정식 수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C이 휴대하고 싱가포르에 직접 가서
건네주었고, 특히 크기가 매우 작은 콘은 피고 D의 직원인 AB, AC, 또는 피고 C의 동
생인 Q의 개인 이름으로 특송화물(FEDEX)로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Z에 보내졌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위 1).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 즉 별지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제품, 별지1 목록 제5항의 참고사진
중 좌측 사진과 같은 형상의 제품 및 별지1 목록 제6항의 참고사진 중 우측 사진과 같
은 형상의 제품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별지1 목록 제6항의 참고사진 중 좌측 사진과
같은 형상의 제품(원뿔형 봉합사 지지체)도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6, 75호증, 갑 제89호증
의 1 내지 9, 갑 제9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AD을 비롯한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소속 공무원들이 2014. 2.경 ~ 3.경 피고 D, C, H의 사무실을 압
수수색한 결과 원뿔형 봉합사 지지체 4개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고, 피고 C의 수첩
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뿔형 봉합사 지지체로 보이는 물건이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업으로 원뿔형 봉합사 지지
체를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AD 등이 피고 C, H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원뿔형 봉합사 지지체와 봉합사가 연결된 형태의 제품 3개를 발견하
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봉합사 지지체와 봉합사를 연결한 제품을 업
으로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제5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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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중 우측 사진과 같은 형상의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나. 침해주체의 특정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
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
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9. 26. 선
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단일 주체가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단일 주체가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결여된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주체 모두의 행위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
도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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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요소 전부를 기준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
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의 제작을 피고 H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H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 D 또는 그 직원들, 형제
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O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Z를 경유하여 O 병
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은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D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를 넘어서 개인적인 지위에서도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H는 당초 의료용 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스킨라이프를 운영하던
자임에도 피고 C과 함께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로 하여 새로운 업체(T)를 설립하였고, 위 각 제품의 생산을 위하
여 여러 생산업자들을 물색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으며(갑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는 자신의 본래 업체와 관련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E에 생산을 의뢰
한 페이스 업 캐뉼러와 스타터[Starter(Wire&Punch)]에 피고 C, 피고 D, 피고 H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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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주식회사 스킨라이프 또는 T도 아닌 “WOOIL MEDI”라는 불상의 상호를 그 제
조자로 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피고 D에 T
명의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H는 피고 C과 공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E, H 등이 제작한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
품을 납품받아 그 명의로 O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Z를 경유하여 O 병원
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는바,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 제품의 제작을 지배‧관리하고 이를 수출함으로
써 영업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D는 위 각 제품을 단독으로 생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D는 단독으로, 피고 C, H는 공동으로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위 각 제품이 원고의 제3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각각 하나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와 같이 생산된 각 제품을 통
틀어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3) 한편, 피고 E은 당초에도 의료기기 중 카테터(catheter)9) 종류를 제작․판매하는
전문업체로서 피고 H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제품인 카테터(페이스 업 캐뉼러)와 스타터[Starter (Wire&Punch)]를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
거나 위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9) 관 모양 기구의 일반적 명칭의 하나로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질, 크기, 형태의 것이 있고, 용도는 체강(늑막강,
복막강)이나 각종 기관 내의 내용액의 배출, 세정용 관류액의 흡인, 심혈행 동태나 중심정맥압 등의 특정, 약물
이나 조영제의 체내 주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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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은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실시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한 하나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 E이 직접 생산한 카테터(페이스 업 캐
뉼러)와 스타터[Starter (Wire&Punch)]가 제3특허를 간접침해하는지 문제될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다. 피고 실시제품의 제3특허 침해 여부
1)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침해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요소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피고 실시제품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카테터

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1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
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
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허브

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
2

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
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나) 구성요소별 분석
⑴ 삽입경로 형성수단
㈎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삽입경로 형성수단’은 중공의 가요성

- 61 -

도관을 구비하며 체결부를 갖는 관부재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는,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갖는 지지부재로 이루어져 있고, 의료용 실이 삽입되는
경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제66호증의 1, 2, 제6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 중 카테터(이하 ‘이
사건 카테터’라 한다)의 경우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며 체결부를 갖는 관부재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는, 관부재보다 강성이 큰 재료로 만들어진 지지로드를
갖는 지지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의료용 실이 삽입되는
경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카테터는 위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동일하다.
㈐ 일반적으로 카테터는 의료용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성형하여 만든 얇은 관
으로 체강 또는 관상기관 내의 약물 주입, 내용액 배출, 전극 삽입을 위한 통로를 확보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 기구로(을 제9호증), 앞서 본 바와 같
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삽입경로 형성수단’은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며 체결부를 갖는 관부재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는, 관부재보다 큰 강
성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갖는 지지부재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갑 제65호증, 을 제9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1992년경 카테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이래 각종 카테
터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병의원, 의료용품 공급업체, 제약회
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카테터를 생산하는 등 혈관내 튜브 카
테터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카테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온 사실, 피고 E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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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경 피고 H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카테터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 E이 그
동안 생산해왔던 카테터류와 다른 종류의 품목이었고, 그전까지 그와 동일한 물품을
생산한 바 없었던 사실, 피고 E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한 사실, 피고 E의 직원인 AE은 수사기관에서 봉합사를 삽입하
는 용도로 쓰이는 카테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가요성 도관을 갖는 관부재, 관부재보다 강성이 큰 재질
의 지지로드를 갖는 지지부재 및 관부재에 다른 부품을 연결하기 위한 관부재의 체결
부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카테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카테
터는 위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같은 용도로 쓰일 목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형태로 제
작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의료용 실 공급수단
㈎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의료용 실 공급수단’은 관부재의 체결
부에 연결되는 것으로,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
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
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참조),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문언 기재 및 아래 명세서
([0061]) 기재를 종합하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의료용 실 공급수단
은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됨으로써 관
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조직 내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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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더하여 중공의 실 공급관, 의료용 실 보유부, 의료용 실 또는 의료용 실 지지
체까지 구비하여야 의료용 실 공급수단이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관부재를 통하
여 의료용 실을 조직 내로 공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
료용 실 공급수단이 중공의 실 공급관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중공의 실 공급관 등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 제6항
등에 추가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0061] 도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은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되고, 의료용 실이 삽입된 경로가 확보된 후에 관부재(120)가 조직 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지부재(110)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120)에 연결된다.
[0062] 상기 관 부재(120)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이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
(126: 도 2)을 구비한 체결부(122)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은 삽입될 의료용 실(410)
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426)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420)를 구비한다.
[0063] 이때,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420)는 상기 관부재(120)의 상기 장착홈(126)에 체결되어지는 상보
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424)가 형성된 본체(422)를 구비한다.
[0064] 도 7b를 참고하면, 상기 의료용 실(410)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
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형성되며,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관(426)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

㈏ 갑 제6호증의 7, 을 제67호증, 을 제68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 중 허브(이하 ‘이 사건 허브’라 한
다)는 한쪽 말단이 관부재에 구비된 체결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형성되어 있
고, 다른쪽 말단도 개방되어 있도록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형태로 인
하여 한쪽 말단이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됨으로써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조직
내로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허브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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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 침해 태양
⑴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의하면 물건 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
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개별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전체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공업
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한편, 복수의 개별 물건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건 발명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개별 물건을 모두 만들어낸 것만으로 바로 발명의 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발명에서 이들 개별 물건이 추가적으로 가공, 조립
또는 결합되는 것까지 기술 구성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또한 이들 개별 물건이
단일 주체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체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측면에
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생산과정 없이도 그 발명의 기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
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물건 발명의 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은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
료용 실 공급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이들 각 구성요소는 각각 존재하여 서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위 각 구성요소를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
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카테터와 허브는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
립하거나 결합할 필요 없이 일체로 처분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 C, H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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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이 사건 카테터와 허브의 생산에 관여하였으며,
피고 D는 이를 양수하여 그 지배‧관리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
합할 필요 없이 일체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발명의 기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를 생산하고 수출 형태로 양도
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을 직접 침해한다.
⑶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푸시수단 또는 천공수단 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료용 실 공급수단은 각각 존재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위 각 구
성요소를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 중 푸시로드(이하 ‘이 사건 푸시
로드’라 한다)는 관부재의 도관 내에서 슬라이드 가능하도록 가늘고 긴 바 형태로 형성
되어 있어 관부재의 도관을 통해 의료용 실을 밀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푸시로드
는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에 추가된 구성요소인 ‘푸시수단’과 동일하고, 피고 실시제
품 중 천공수단(이하 ‘이 사건 천공수단’이라 한다)은 금속재료로 끝이 날카롭게 형성
되어 있어 생체 조직에 천공홀을 만들 수 있으므로, 위 천공수단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5항에 추가된 구성요소인 ‘천공수단’과 동일한바, 이 사건 푸시로드 또는 천공수단
과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는 각각 존재하여 함께 또는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면 충분하고,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이 사건 푸시로드 또는 천공수단을 추가적으
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푸시로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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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공수단은 이 사건 카테터와 허브에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합할 필
요 없이 그와 일체로 처분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이 사건 푸시로드를 추가하거
나, 이 사건 천공수단을 추가하거나 또는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을 모두 추가
하여 생산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을 직접 침해한다.
⑷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봉합사 또는 봉합사 지지체 추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삽입경로 형성수단
과 의료용 실 공급수단은 각각 존재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위 각
구성요소를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제3특허의 명세서([0062]~[0064]) 기재와 아래 명
세서 기재에 의하면, 제3특허의 의료용 실 삽입장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이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것인데, 삽입될 의료용 실
은 의료용 실 공급수단의 내측에 구비되고 의료용 실에는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064] 도 7b를 참고하면, 상기 의료용 실(410)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
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형성되며,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관(426)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
[0065]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의료용 실
(410)은 루프 형상으로 되어 양 단부가 모여진 방향에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배치된다. 이때, 상
기 의료용 실의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의 삽입 방향 쪽 단부(도면의 우측방향)에서 반대편 단부
(도면의 좌측방향)로 갈수록 직경이 커지는 절두형 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0066] 한편, 상기 의료용 실 공급관(426) 내에서 지지체(414)의 설치 위치를 한정하기 위하여 의료용
실(410)의 길이방향 단부에는 매듭(412)이 형성되어 지지체(414)의 설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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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인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의
료용 실 공급수단에 의료용 실이나 의료용 실 지지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실
에 의료용 실 지지체를 형성하거나 의료용 실 공급수단의 내측에 의료용 실을 배치하
는 등 추가적으로 가공하거나 조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
시제품 중 봉합사(이하 ‘이 사건 봉합사’라 한다)와 봉합사 지지체(이하 ‘이 사건 봉합
사 지지체’라 한다)는 이 사건 허브와 조립되지 않은 채 각각 싱가포르로 수출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는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조립
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용될 수는 없고,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립을 거쳐야
만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일체로 처분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 또는 여기에 이 사건 푸시로
드나 천공수단이 추가된 제품에 이 사건 봉합사를 추가하거나,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
를 추가하거나 또는 이를 모두 추가하여 생산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간접 침해 여부
⑴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
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
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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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
도 포함된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회
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
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
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카테터
이 사건 카테터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같은 용도로
쓰일 목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형태로 제작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외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
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카테터는 제3
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고, 을 제26, 66 내지 78, 9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
건 카테터가 의료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한 행위와 피
고 E이 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한 행위는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을 간접 침해한다.
⑶ 이 사건 허브
이 사건 허브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허브가 이 사건 카테터와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제조
되어 사용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5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허브가 통상적인 표준 규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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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작되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카테터들에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허브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발명 물
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허브를 생산한 행위는 제3특허의 청구항 제1
항을 간접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 및 제6항 침해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요소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

피고 실시제품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부재는 상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카테터

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여
1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
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은 삽입될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허브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
2

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
부를 구비하며,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는 상기 관부
재의 상기 장착홈에 체결되어지는

3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봉합사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구성
요소

제3특허의 청구항 제6항

피고 실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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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봉합사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용 실의 단
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4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봉합사 지지체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나) 구성요소별 분석
⑴ 체결부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에 추가로 한정된 구성요소인 ‘체결부’는 관부재에 형성된
것으로,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여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
비한 것인데, 이 사건 카테터에도 이 사건 허브를 수용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테이퍼
진 중공의 장착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체결부’와 동일하다.
⑵ 의료용 실 보유부
㈎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에 추가로 한정된 구성요소인 ‘의료용 실 보유부’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의 일부로서,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을 갖고, 의료용 실 공급관
내측에 의료용 실을 구비하는 것이다.
㈏ 살피건대, ‘의료용 실 공급수단’에 대응되는 이 사건 허브는 앞부분이 이 사
건 카테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고, 개방된 앞말단과 뒷말단 사이에 중공이
형성되어 있어 의료용 실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용 실 보유부’와 동일하지만, 이 사건 허브에는 그 내부에 의료용 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봉합사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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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허브와 조립되지 않은 채 각각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는바, 이 사건 봉합사가 이 사
건 허브의 내부에 배치되려면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립을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허브
는 ‘의료용 실 보유부’의 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의료용 실 지지체
제3특허의 청구항 제6항에 추가로 한정된 구성요소인 ‘의료용 실 지지체’는 의료
용 실의 단부에 형성되는 것으로,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
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봉합사와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는 각각 싱
가포르로 수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봉합사에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
를 형성하려면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봉합사는 ‘의료용 실 지지체’
의 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이 사건 봉합사를 추가하여 생
산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에 이 사건 봉합사와 봉합사 지지체 모두를 추가하여 생산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
항 제6항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간접 침해 여부
⑴ 이 사건 봉합사
이 사건 봉합사는 의료용 실에 미늘(가시)을 형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선행발명 3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체에 미늘(가시)이 형성된 의료용 실은
이미 공지된 물건에 해당하고, 그러한 의료용 실이 절개된 상처를 봉합하거나 코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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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 시술 후 조직을 연장한 채 길이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합사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5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봉합사를 생산한 행위는 제3특허의 청구항 제5
항을 간접 침해하지 아니한다.
⑵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는 원통형을 띤 것으로 성형수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
에 삽입되는 실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선행
발명 1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봉합사가 연결고정되면서 봉합사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부를 갖는 실지지부재가 개시되어 있고, 실지지부재는 그
수용부 내에 봉합사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실을 고정수단에 의해 봉합실을 조여서 고정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실지지부재가 실시예로
개시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통형의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
함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합사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6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이 사건 봉합사 지지체를 생산한 행위는 제3특허의 청구
항 제6항을 간접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및 제15항 침해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피고 실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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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의 대비표와 동일함

1~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스타터 중 푸시로드
상기 관부재의 도관내에서 슬라이드
가능하며 상기 의료용 실을 상기 관
부재의 도관을 통하여 밀어주는 푸

3

시수단을 포함하는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구성
요소

제3특허의 청구항 제15항

피고 실시제품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경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스타터 중 천공수단

형성 수단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된
4

천공홀을 형성하는 천공 수단을 추
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나) 구성요소별 분석
⑴ 푸시수단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에 추가된 구성요소인 ‘푸시수단’은 관부재의 도관을 통
하여 의료용 실을 밀어주는 것으로 관부재의 도관 내에서 슬라이드 가능한 것인데, 피
고 실시제품 중 푸시로드는 관부재의 도관 내에서 슬라이드 가능하도록 가늘고 긴 바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관부재의 도관을 통해 의료용 실을 밀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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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동일하다.
⑵ 천공수단
제3특허의 청구항 제15항에 추가된 구성요소인 ‘천공수단’은 생체 조직에 천공홀
을 형성함으로써 천공홀을 통해 삽입 경로 형성 수단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되도록 하
는 것인데, 피고 실시제품 중 천공수단은 금속재료로 끝이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어 천
공홀을 만들 수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하다.
⑶ 시술 키트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및 제15항은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바, 그 명세서에는 ‘키트‘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기재를 찾아볼 수 없
고, ’키트‘란 영어 단어 ’kit‘의 한글 음역으로서 ’조립을 해서 무엇을 바로 만들 수 있
도록 부품들을 모아 놓은 것, 특정한 목적용 도구, 장비 세트‘를 의미하므로,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및 제15항의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는 ‘삽입경로 형성수단, 의료용
실 공급수단, 푸시수단을 모아 놓은 세트’와 ‘삽입경로 형성수단, 의료용 실 공급수단,
푸시수단, 천공수단을 모아 놓은 세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카테터, 스타터, 허브, 봉합사는 각각의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
었고, 서울세관 담당공무원이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된 카테터, 스타터, 허브, 봉합사를
압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실시
제품이 ‘시술 키트’의 형태를 갖추어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
고 실시제품은 ‘시술 키트’의 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 D, C, H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한 것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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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5항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의 간접 침해 여부
⑴ 을 제5, 8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용
패커”는 진료용 재료 등을 밀어 넣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취급되던 품목으로서,
제3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체 삽입용 실을 삽입한 후 실을 전방으로 밀어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 “일회용천자침”은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침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기기로 취급되는 품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푸시로드와 천공수단은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푸시로드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4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천공수단이 제3특허
의 청구항 제15항 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C, H가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푸시로드와 천공수단을 생산한
행위 및 피고 E이 이 사건 푸시로드와 천공수단을 생산한 행위는 모두 제3특허의 청
구항 제14항 및 제15항을 간접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생산 등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 D, C, H가 생산한 ① 이 사건 카테터, ② 이 사
건 카테터 및 허브의 조합 제품, ③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푸시로드의 조
합 제품, ④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천공수단의 조합 제품, ⑤ 이 사건 카
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의 조합 제품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을 직접 또는 간접 침해하고, 피고 E이 생산한 이 사건 카테터는 제3특허의 청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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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을 간접 침해한다.
2) 따라서 피고 D, C, H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을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D
는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별지4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
를 각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카테터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카테터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살피건대, 피고 D가 단독으로, 피고 C, H가 공동으로 위 라.1)항 기재 ① 내지
⑤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 D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H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 H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H는 피고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과 공동으로 원
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C, H는 이 스타터 등을 유방 확대 시술 등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와 O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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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이의 원고 제품 수출 거래에 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H에게 제작을 의뢰한
이 사건 카테터, 봉합사 등이 무허가로 제조되어 수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카테터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침해가 인정됨
으로써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추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
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제3특허 청구항 제1항을 전부 실시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간접침해가 인정된 것이
고, 관련 의료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단순히 피고 H의 요구에 따라 제작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문제작이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
라, 피고 E이 원고의 특허를 알고 있었다거나 문제된 이 사건 카테터 등을 피고 H 이
외에 달리 일반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추정은 번복되어 피고 E
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적용 가부
⑴ 침해 수량의 산정
갑 제25, 65,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피
고 C, H, D에게 페이스 업 캐뉼러(100㎖/45㎖), 스타터 합계 33,000개를 납품한 사실,
그 중 피고 D는 일본 O 병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페이스업 캐뉼러 및 스타터를 판
매한 사실, AF는 이 사건 허브를 제작하여 피고 C, H, D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D, C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허브를 싱가포르 Z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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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 소외 AF가 위 피고들에게 납품한 개별 수량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
로, 그 범위 내에서 O 병원에 수출하거나 싱가포르 Z에 보낸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순번

일자

페이스 업 캐뉼러
100㎖

페이스 업 캐뉼러
45㎖

스타터

1

2013. 12. 5.

500개

500개

500개

2

2013. 12. 12.

3,000개

3,000개

3,000개

3

2013. 12. 23.

2,000개

2,000개

3,000개

4

2013. 12. 26.

1,000개

1,000개

-

5

2014. 1. 22.

1,500개

-

-

8,000개

6,500개

6,500개

계

순번

일자

허브

1

2013. 10. 16.

5,000개

2

2013. 10. 30.

10,000개

3

2013. 11. 6.

1,400개

4

2013. 11. 11.

-

5

2013. 11. 14.

10,500개

6

2013. 11. 18.

5,000개

7

2013. 11. 21.

-

8

2013. 11. 25.

5,000개

9

2013. 11. 28.

5,000개

10

2013. 12. 2.

-

11

2013. 12. 5.

10,000개

12

2013. 12. 9.

5,000개

13

2013. 12. 12.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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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3. 12. 16.

10,000개

15

2013. 12. 19.

5,000개

16

2013. 12. 23.

5,000개

17

2013. 12. 26.

5,000개

18

2013. 12. 30.

5,000개

19

2014. 1. 2.

5,000개

20

2014. 1. 6.

5,000개

21

2014. 1. 9.

5,000개

22

2014. 1. 13.

5,000개

23

2014. 1. 16.

5,000개

24

2014. 1. 20.

10,000개

25

2014. 1. 23.

5,000개

합계

131,900개

⑵ 단위수량당 이익액
갑 제80, 102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Youngs
Thread(L)

Youngs
Thread(S)

Youngs
Pointer 100

Youngs
Pointer 50

Youngs
Starter

101,166원

75,254원

18,960원

11,404원

6,248원

⑶ 판단
㈎ 원고는 먼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침해자의 물건 양도수량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
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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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Youngs Pointer 100 및 Youngs Pointer 50은 이 사건 카테터에, Youngs Stater는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에 각 대응되는 제품이므로 그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파
악할 수 있지만, 원고 제품 중 Youngs Thread(L) 및 Youngs Thread(S)는 ‘봉합사 +
지지체 + 허브’가 결합된 제품이므로, 이를 이 사건 허브에 대응되는 제품으로 볼 수
없어 그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제품 중 허브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 제품 중 카테터에 허브
를 조합한 제품 또는 여기에 추가하여 푸시로드 또는 천공수단을 조합한 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특
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한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산
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제3특허의 청구항 제1항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은 위 인정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
이 어려운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
정하기로 한다.
나)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산정
⑴ 피고 실시제품 중 ① 이 사건 카테터, ②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의 조합 제
품, ③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푸시로드의 조합 제품, ④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천공수단의 조합 제품, ⑤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푸시
로드 및 천공수단의 조합 제품이 특허 침해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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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카테터는 페이스 업 캐뉼러 100㎖ 제품 및 페이스 업 캐뉼러 45
㎖ 제품으로 구분된다. 페이스 업 캐뉼러 100㎖ 제품은 원고의 Youngs Pointer 100
제품에 대응되는데, 그 판매수량이 8,000개이고, 원고의 Youngs Pointer 100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960원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151,680,000원(= 8,000개
× 18,960원)이 된다. 또한, 페이스 업 캐뉼러 45㎖ 제품은 원고의 Youngs Pointer 50
제품에 대응되는데, 그 판매수량이 6,500개이고, 원고의 Youngs Pointer 50 제품의 단
위수량당 이익액이 11,404원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74,126,000원(= 6,500개 ×
11,404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카테터로 인한 손해액은 총 225,806,000원(=
151,680,000원 + 74,126,000원)이다.
㈏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 조합 제품의 판매수량은 이 사건 카테터의 판매수
량 14,500개와 이 사건 허브의 판매수량 131,900개 중에서 수치가 적은 이 사건 카테
터의 판매수량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허브의 판매수량 중 위 침해품의
수량에 포함되는 것은 14,500개이다.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Youngs
Thread(L)의 재료비 중 허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5%(≒ 200,412원/ 80,412,114원
× 100)이고, Youngs Thread(L)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01,166원이므로, Youngs
Thread(L) 중 허브가 차지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약 253원(= 101,166원 × 0.25%)
이 된다. 또한 원고의 Youngs Thread(S)의 재료비 중 허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8%(≒ 144,324원/ 50,253,224원 × 100)이고, Youngs Thread(S)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은 75,254원이므로, Youngs Thread(S) 중 허브가 차지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약
210원(= 75,254원 × 0.28%)이 된다. 원고의 Youngs Thread(L)은 Youngs Pointer 100
제품과 함께 사용되고, Youngs Thread(S)은 Youngs Pointer 50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 82 -

것이라고 보면,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 조합 제품 중 이 사건 허브로 인한 손해액은
약 3,389,000원(= 8,000개 × 253원 + 6,500개 × 21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피고 실시제품 중 이 사건 푸시로드와 천공수단이 각각 판매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와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이 전부
조합된 제품의 판매수량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되, 이 사건 카테터 및 허브의
조합 제품 판매수량 14,500개와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의 판매수량 6,500개
중에서 수치가 적은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의 판매수량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
다. 이 사건 푸시로드 및 천공수단은 원고의 Youngs Starter 제품에 대응되는데, 그
판매수량이 6,500개이고, 원고의 Youngs Starter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6,248원
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40,612,000원(= 6,500개 × 6,248원)이 된다.
⑵ 이상 살핀 바에 의하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하여 피고 D, C, H가 제
3특허를 침해함에 따른 손해액은 269,807,000원(= 225,806,000원 + 3,389,000원 +
40,612,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종합
따라서 피고 D, C,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8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① 피고
D는 특허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
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8.부터, ② 피고 C은 특허침해일 및 2018. 6. 12.
자 청구취지 및 별지목록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부터, ③ 피고 H는 특허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병합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5. 9. 24.부터, 위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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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별지목록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5.부터, 나머지
69,807,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2.자 청구취지 및 별지목록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생산 등 금지 및 폐기청구, 피고 D, C,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진현섭

판사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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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피고 C, 주식회사 D, H에 대한
생산 등 금지 대상 제품 목록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제품’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제품’과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조합한 제품 (다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참고사진 중 우측 사진과 같은 제품은
제외)
3. 위 2항 기재 제품과 함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및 표시 제품’,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및 표시 제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조합한 제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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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생산 등 금지 대상 제품 목록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제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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