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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되었다.
가. 피고는 [별지 1] 피고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
나, 그 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1] 피고 실시제
품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
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
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899,999,900에 대하여는 2016. 12.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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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나. 피 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소송수계 전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 12. 1. 가전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
수계 전후와 관계없이 ‘원고’라고 한다)는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
는 회사로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2) 피고(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D은 2015. 8. 4. 인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E
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와 관계
없이 ‘피고’라고 한다)는 전기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갑 제1, 2호증)
1) 명칭: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13./ 2009. 1. 6./ 제878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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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범위
【청구항 1】본체 뚜껑에 의해 상부가 개폐되는 본체; 상기 본체 내에 수용되는
내솥; 상기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 상기 본
체 뚜껑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회전조작에 따라 내솥과 잠금결합되며, 일
측에 로킹홈이 구비된 잠금테; 상기 잠금테와 연결되어 잠금테를 회전시키는 잠금손잡
이; 및 상기 본체 뚜껑에 설치되어, 상기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과 분리되었을 때 상기
로킹홈에 로킹되어 상기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는 로킹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안
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생략)
4) 주요 내용 및 도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솥 뚜껑의 분리가 가능한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
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리기의 작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8>).
종래의 전기 압력 조리기에 있어서, 내솥 뚜껑(4)은 본체 뚜껑(3)에 결합된 상태에서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까닭은, 사용자가 내솥 뚜껑(4)을 본체 뚜껑(3)으로부터
임의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결합할 때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압력 조
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솥(2)의 밀폐가 불완전할 경우, 조
리시에 높은 압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조리가 완료되었을 때 내솥(2) 내부로부터 고
온 고압의 증기가 불특정 부위를 통해 배출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식별번호
<2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내솥 뚜껑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솥 뚜껑을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조리기의 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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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식별번호 <2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실시예의 전기 압력 조리기는 본체(10)와 이 본체(10) 안에 수용되는 내솥(20), 그
리고 본체(10)에 힌지 결합되어 본체(10)의 개구된 상부를 개폐하는 본체 뚜껑(30)과, 본
체 뚜껑(30)의 저면부에 결합되어 상기 내솥(20)을 덮는 내솥 뚜껑(40)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본체(10)의 내부에는 내솥(20)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수단(50)과 이 가열수단(50)
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도시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다(식별번호 <29>).
본 발명은 내솥 뚜껑(40)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 하에서, 로킹수단(90)이 잠금테(60)의
로킹홈을 상대로 이탈되거나 삽입됨에 따라, 내솥 뚜껑(40)이 본체 뚜껑(30) 측에 결합된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되고, 내솥 뚜껑(40)이 본체 뚜껑(30)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서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식별번호 <36>).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잠금테의 로킹홈과 로킹수단에 의해 내솥 뚜껑
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는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
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조리기 사용으로 인한 고온고압의 증기누설과 같은 불
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사용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38>)
도면2

도면3

다.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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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별지 1]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와 같은 전기
압력 밥솥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피고 실시제품
은 모두 [별지 3] 기재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특허침해금지가처분(갑 제4호증)
원고는 2013. 6.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294호로 피고
실시제품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
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
하였음은 소명되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
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등록무효사건(갑 제5, 9호증)
피고는 2013. 7.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1907호로 이 사건 특허발
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1. 27.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
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4허933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
나, 특허법원은 2015. 6. 1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권리범위확인사건
가) 피고는 2015. 1. 2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176호로 [별지 2] 기
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1) 원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제품을 ‘피고가 제작하는 전기압력보온밥솥(전기 압력 조리기)으로서, 내솥 뚜껑이 본
체 뚜껑에 결합된 상태에서만 잠금테의 회전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전기밥솥 일체’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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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5. 29.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5허4231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6. 6.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75호 [별지 3]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7. 14.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
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 2015허4804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6. 6. 30. [별지 3]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
명과 균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지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피고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침해기간과 침해의 태양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우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실시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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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
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
비를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경 전자식 센서 방식으로 내솥 뚜껑 탈착 여부를 감
지하는 것으로 생산 공정을 변경하여 피고 제품에는 더 이상 기계식 잠금 방식을 사용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의 우려가 없어 피고에 대한 금
지 및 폐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6, 187 내지 1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경 피고 실시제품
중 일부 제품의 내솥 뚜껑 탈착 확인 장치를 기계식 걸쇠 방식에서 전자식 센서 방식
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2,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전기압력밥솥 분야에서 원고의 경쟁업체로서 2010년경
부터 2017년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여 왔고, 2014. 4. 23.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특허침해 사실이 소명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2015. 1. 14. 특
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수년 간 특허침해행위
를 계속하여 온 점, ② 피고는 2017. 2.경 이후에도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
로 전기압력밥솥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7. 2.경 모든
피고 실시제품의 내솥 뚜껑 탈착 확인 장치를 기계식 걸쇠 방식에서 전자식 센서 방식
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기존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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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전기압력밥솥에 손쉽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침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2018. 5. 3.자 변론조서, 2018. 4. 26.자 피고 준비서면(1) 2면 각 참조), 이
법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실시
제품이 속한 전기용품 등의 생산․판매에 있어 경업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8쪽 제8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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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
써 얻은 이익액은 89,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실시제품의 일부에
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 실시제품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100%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된 원고의 손해액은 89,00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손해액의 일부인 10,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이 89,000,000,000원이라
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
로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식 안전장치에 관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이러한 구성이 피고의 실시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피고
가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로 얻은 이익액에는 피고의 실시제품의 디자인과 품
질의 우수성, 피고의 광고․선전, 시장개발 및 비용절감 노력, 제3의 경쟁업체의 출현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0.014 ~ 0.204%에 불과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여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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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
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된다.
한편,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
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
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
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요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등 참조).
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로 인한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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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판매수
익은 530,448,000,000원이고, 총 판매수익에서 피고 실시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
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은 89,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3) 기여율의 산정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 및 기여율 고려의 필요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
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본체 뚜껑으로부터 내솥 뚜껑이 분리가 가능하
여 세척이 용이하고,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의 탄성부재가 잠금테
의 회전을 방해하여 기기가 작동되는 것을 저해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조리에서 발
생한 고온고압의 증기가 불특정한 부위에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 증기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본체 뚜껑에 의해 상부가 개폐되는 본체;
상기 본체 내에 수용되는 내솥; 상기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
폐하는 내솥 뚜껑; 상기 본체 뚜껑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회전조작에 따라
내솥과 잠금결합되며, 일측에 로킹홈이 구비된 잠금테; 상기 잠금테와 연결되어 잠금테
를 회전시키는 잠금손잡이; 및 상기 본체 뚜껑에 설치되어, 상기 내솥 뚜껑이 본체 뚜
껑과 분리되었을 때 상기 로킹홈에 로킹되어 상기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는 로킹수단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로서 전
기 압력 조리기의 일부 부품이 아닌 전기 압력 조리기 전체를 그 청구범위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을 제27, 31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 12 -

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기 압력 조리
기의 주된 기능인 취사와 보온, 그 밖의 부가기능 등에 필요한 피고의 특허 및 실용신
안 기술들이 다수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 기술 외에 다른 기술적
특징들도 소비자가 피고 실시제품을 구매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이 100%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하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
건 특허침해로 인한 기여율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불가결성
피고 실시제품은 전기압력밥솥으로서 그 본연의 목적이 취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 피고 실시제품에 적용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분리형 내솥 뚜껑(클린커버)과
관련된 안전장치로서 세척의 편의와 관련된 기능을 한다. 세척 편의 기능이 취사기능
과 그 기능적 일체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와 관련된 부분이 없더라도 전기압력밥솥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계된 부분이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로 인한 전체 이익에 불가결
한 요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중요성
(1) 갑 제2, 6, 7, 21, 22, 32 내지 39, 42, 44, 내지 46, 68, 81호증, 을 170
내지 172, 1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기 압력 조리기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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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서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2010
년경에는 피고 실시제품에서 차지하는 기능적 중요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전기밥솥은 밥솥 밑에 설치된 전열선으로 된 열판에서 발생하는 열로
밥을 짓는 가전 기기로서 조리가 간편하고, 내솥 뚜껑을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 위
생적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한편, 압력밥솥은 밥솥 내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밥을 짓
는 형태로, 일반 전기밥솥에 비해 밥물의 끓는점을 높임으로써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을
짓는 것이 특징이다.
(나) 국내에서는 1995년 H가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장점을 결합한 전기압
력밥솥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내솥 뚜껑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내솥 뚜껑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 하에서는
취사 후 내솥 뚜껑에 조리 부산물과 찌꺼기가 남는 경우 청결하게 세척하기 어려운 문
제점이 있어 분리형 내솥 뚜껑을 가진 전기압력밥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었
다.
(다) 2004년 H에서 출시한 전기 압력 조리기는 두 달 사이 7건의 폭발사고
가 발생하여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내솥의 돌출부가 규격보다 작게 제작
되어 내솥과 본체 뚜껑의 체결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아 취사도중 높아지는 내압을 견
디지 못한 것에 그 폭발의 원인이 있었다. 전기밥솥 관련 기업들은 H의 폭발문제의 원
인이 본체 뚜껑과 내솥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데 있었으므로 쉽게 내솥의 뚜껑을 본
체와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안
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솥 뚜껑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내솥 뚜껑이 완전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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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분리형 내솥 뚜껑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내솥 뚜껑을 본체 덮개
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 압력 조리기를 작동할 경우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였고 2007년경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8. 7.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기압력밥솥 제품을 국
내 최초로 출시하면서 ‘분리형 커버’로 세척이 편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광고를 하였
다. 위 제품은 전기 압력 조리기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
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고가 2010년경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1,20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분리형 커버’가 전기압력밥솥
구매이유와 관련된 1순위 기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안
전장치를 포함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밥솥을 생산· 판매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전기압력밥솥의 제품 설명에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커
버를 강조하였고,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전기
압력 조리기를 구매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형 커버는 전기밥솥
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기술로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는 분리형 커버 자체
가 아니라 내솥 뚜껑이 분리되었을 때 잠금링 회전이 안 되는 방식으로 탈착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식 걸쇠 방식의 탈착 확인 장치에 불과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탈착 확
인 장치는 소비자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소비자들에게 홍보한 적도 없으
므로 그 중요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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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리형 커버 자체가 전기밥솥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 온 기술이라
고 하더라도, 전기압력밥솥에 분리형 커버를 채택한 제품은 2008. 7.경 출시된 원고의
제품이 국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압력밥솥 내부는 고온·고압
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본체와 뚜껑 간의 밀착이 밥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내솥 뚜껑이 움직이면 압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과 관련된 우려도 있
어 국내에서 분리형 커버를 가진 전기압력밥솥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리기
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식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분리형 커버
를 가진 전기압력밥솥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탈착 확인 장치 자체를 광고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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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탈착 확인 장치의 구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리형 커버를
가진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성과 품질의 보장이 분리형 커버 전기압력밥솥을 소비자들에
게 판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형 커버 자체의 중요성과 소비
자의 관심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27, 32 내지 37, 41, 42,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2010년 이후 피고 실시제품에는 앞서 본 클린커버 기능 외에도, 3중 파
워패킹 기능(을 제32호증, 2014. 1. 9. 특허등록), 슬로우 오픈기능(을 제33호증, 2012.
10. 18. 특허등록), 클린 캡 기능(을 제34호증, 2013. 8. 1. 특허등록), 원터치 분리형
커버 기능(을 제35호증, 2014. 4. 21. 특허등록), 2중 구조 클린커버(을 제36호증, 2014.
11. 10. 특허등록), 오토 세이프 락 기능(을 제37호증, 2016. 2. 24. 특허등록), 자주 행
해지는 메뉴들의 즐겨찾기 메뉴 등록 기능(을 제41호증, 2015. 7. 3. 특허등록),

애니

메이션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42호증, 2015. 7. 3. 특허등록), 죽 조리 기능(을 제62호
증, 2016. 4. 26. 특허등록) 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 새롭
게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가된 기능들이 소비자의 구매 동기에
새롭게 기여하는 만큼 과거에 적용되었던 클린커버 관련 기능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가격 비율 및 양적비율
(1) 가격 비율
(가) 을 제182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부품은 'FIX BUTTON,
FIX SPRING, TAPPING SCREW‘의 3개 부품으로 이 부품의 총 단가합계는 98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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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실시제품 제조원가가 119,471원~169,063원인 점을 참작하면 부품 가격을 기준으
로 한 가격비율은 0.06~0.08%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82호증 53쪽).
(나) 을 제186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부품은 'FIX BUTTON,
FIX SPRING, TAPPING SCREW‘의 3개 부품으로 이 부품의 총 단가합계는 98원이고,
피고 실시제품 제조원가가 120,519원인 점을 참작하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비율은 0.08%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86호증 30쪽).
(2) 양적비율
(가) 을 제182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부품은 'FIX BUTTON,
FIX SPRING, TAPPING SCREW‘의 3개 부품으로 피고 실시제품의 총 부품개수가
226~252개인 점을 참작하면 부품 개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비율은 1.2~1.3%에 해당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82호증 59쪽).
(나) 을 제186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기술은 'FIX BUTTON,
FIX SPRING‘의 2개 기술인데, 피고 실시제품은 ① 기구, ② 전기전자 부품, ③ 전기
전자 부품 제어 프로그램, ④ 조리법 구현 알고리즘으로 분류되고, 그 중 기구는
BODY SUB ASSY, TOP COVER ASSY 등 13개의 부품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TOP
COVER ASSY는 43개의 세부 부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참작하면 기술 개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비율은 0.09%(1/4×1/13×2/43)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86호증, 29
쪽).
(3) 가격 비율과 양적비율에 대한 을 제182, 186호증의 기재에 대한 평가
을 제182, 18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부품이 'FIX BUTTON,
FIX SPRING, TAPPING SCREW‘ 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가격 비율과 양적비율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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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
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전체를 청구범위로 하고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체, 내솥
뚜껑, 잠금테, 잠금손잡이, 로킹수단 등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특
허발명이 목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
는 부품이 'FIX BUTTON, FIX SPRING, TAPPING SCREW‘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을 제182, 186호증과 같이 위 3개의 부품을 기준으로 가격 비율과 양적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격 비율과 양적비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마)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기타 요소
(1)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98호증의 5, 6, 을 제103호증의 7, 을 제
105호증의 1, 을 제107호증의 1, 을 제109호증의 7, 을 제1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
115 내지 145호증, 을 제164호증의 1, 을 제16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의 홍보활동 및 피고 실시제품에 적용된 디자인 등의 요소도 피고의 판매이익의 발
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요소도 기여율 판단에 고려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소비자의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활용하여

매년

약

5,000,000,000원 ~ 10,000,000,000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지출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 2010~2011년에는 I를 광고
모델로 삼아 “밥 한번 먹자”라는 광고 문안으로 ‘국내 최초의 명품철정 내솥’ 등을 제
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2년에는 J을 광고 모델로 삼아 “누르지 말고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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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광고 문안으로 ‘국내 최초의 스마트 다이얼(조그다이얼)’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
으로 하여, ㉢ 2014년 J을 광고 모델로 삼아 “보여주는 E”이라는 광고 문안으로 ‘스마
트 컬러 LCD’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5년 J을 광고 모델로 삼아 “손
끝으로 요리하는 스마트 E”이라는 광고 문안으로 ‘컨트롤 터치 LCD’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신제품들을 활발히 광고하였다.
광고모델

광고 대상 제품

광고 예시

대표 특징 예시
명품철정 내솥, 자동

I

2010년: LX 모델

스팀보온, 원터치 클

2011년: BT, CT 모

린커버, 블랙 다이아

델

몬드 코팅, 자동세척
등(을 제98호증의 6)
(을 제98호증의 5 중 발췌)
스마트 다이얼(조그
다이얼), 명품 철정

2012년: PA 모델

내솥, 차콜 코팅 등
(을 제103호증의 7)
(을 제103호증의 7 중 발췌)

J
스마트 컬러 LCD,
명품 철정 내솥, 차
2014년: PC 모델

콜 코팅, 스마트 다
이얼 등(을 제105호
증의 1)

(을 제105호증의 1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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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

광고 대상 제품

광고 예시

대표 특징 예시

컨트롤 터치 LCD,
2015년: PD 모델

자동잠금장치, 동작
감지센서 등(을 제
107호증의 1)

(을 제107호증의 1 중 발췌)

② 나아가,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피고 등록디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제품(WHA-BT1000iD, CJH-PA1000iC,
CJH-PC1000iCT 제품 등)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순번

디자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적용제품/ 부품

1

30-0822268

2015.10.23.

PA06모델(J 밥솥)
등 내솥

을 제120호증

2

30-0822267

2015.10.23.

PE10모델 등 내솥

을 제121호증

3

30-0836772

2015.12.01.

PE10모델

을 제124호증

4

30-0828645

2015.12.01.

PE10 MC모델

을 제12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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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순번

디자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적용제품/ 부품

5

30-0828635

2015.12.01.

PF10모델

을 제126호증

6

30-0802669

2015.06.19.

PD10모델
(J 밥솥)

을 제127호증

7

30-0768131

2014.10.22.

PC10모델
(J 밥솥)

을 제128호증

8

30-0770076

2014.11.03.

PC06, 10모델(J
밥솥) GUI(밥)

을 제129호증

9

30-0770077

2014.11.03.

PC06, 10모델(J
밥솥) GUI(요리)

을 제130호증

10

30-0770078

2014.11.03.

11

30-0770079

2014.11.03.

12

30-0769420

2014.11.03.

13

30-0770080

2014.11.03.

14

30-0769421

2014.11.03.

PC06, 10모델(J
밥솥) GUI(절전)

을 제135호증

15

30-0770081

2014.11.03.

PC06, 10모델(J
밥솥)
GUI(고장신고)

을 제136호증

16

30-0771972

2014.11.14.

PC06, 10모델(J
밥솥) 뚜껑 패턴

을 제137호증

17

30-0783919

2015.02.05.

PC10모델(J 밥솥)
부분 디자인

을 제138호증

PC06, 10모델(J
밥솥)
GUI(즐겨찾기)
PC06, 10모델(J
밥솥)
GUI(예약취사)
PC06, 10모델(J
밥솥)
GUI(자동세척)
PC06, 10모델(J
밥솥) GUI(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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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을 제131호증

을 제132호증

을 제133호증

을 제134호증

순번

디자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적용제품/ 부품

증거

18

30-0757870

2014.08.18.

PB10모델

을 제139호증

19

30-0707899

2013.09.02

PA10모델
(J 밥솥)

을 제140호증

20

30-0741410

2014.04.25.

PA10모델(J 밥솥)
제품조작패널&조그
다이얼

을 제141호증

21

30-0676509

2013.01.09.

HP10모델

을 제142호증

22

30-0668815

2012.11.14.

BT06, 10모델(I
밥솥)
보온센서장착부

을 제143호증

23

30-0668814

2012.11.14.

BT06, 10모델(I
밥솥) 제품외관곡면

을 제144호증

24

30-0663134

2012.10.08.

BT10모델
(I 밥솥)

을 제145호증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역시 피고가 기용한 연예인과 인지도 면에서 차
이가 없는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제품의
디자인보다 우수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들이 피고 실시제
품을 구매함에 있어 광고 및 디자인 등의 요소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므로, 손해액 산정시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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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갑 제75호증, 을 제9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기밥솥시장은 원고와 피고의 과점시장으로 대략적으로 원고가 65%,
피고가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2013년 60:40, 2014년 60:40, 2015
년 65:35, 2016년 65:35, 2017년 68:32), 원고는 이와 같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아
래 표와 같이 K, L, M 등의 인기 연예인을 광고에 활용하여 전기밥솥제품을 홍보하였
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우수한 디자인을 적용한 전기밥솥제품을 생
산·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원고의 영업능력, 디자인 등과 차별화된 요소로서 침해제품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할 소지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
은 피고의 광고 활동이나 우수한 디자인의 적용 등의 요소가 원고의 광고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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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요소와 차별화된 요소로서 침해제품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
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광고 활동 및 디자인 등의 요
소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기여율의 산정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갑 제81호증, 을 제182, 18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판
매이익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율은 4% 정도로 봄이 옳다.
(1) 전기밥솥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과 그에 대한 중요도 비중은 ① 기구(본체)
40%, ② 전기전자 부품 15%, ③ 전기 전자 부품 제어 프로그램 15%, ④ 조리법 구현
알고리즘 30%로 구분할 수 있다(을 제186호증, 8쪽 참조).2)
(2) 한편, 전기밥솥의 기구(본체) 부분은 ① 위 뚜껑, ② 내솥, ③ 본체, ④ 하
부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요도 비중은 ① 위 뚜껑 22%, ② 내솥 23%, ③ 본
체 28%, ④ 하부 27%로 나눌 수 있다(을 제182호증, 48쪽 참조)3).
(3) 그런데 ‘위 뚜껑’은 내솥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전기압력밥솥의
취사기능에 필수적인 밀봉 및 압력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높은 내압상태에서 뚜껑이
열릴 경우 폭발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장착된다. 이 사
2) 을 제182호증에 의하면, 전기밥솥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과 그에 대한 중요도 비중을 ① 기구(본체) 30%, ② 전기전자 부품
15%, ③ 전기 전자 부품 제어 프로그램 15%, ④ 조리법 구현 알고리즘 40%로 구분하고 있으나(을 제182호증의 46쪽 참조),
기구(본체) 부분은 제품의 외형 및 내부 형상을 차지하고, 각종 기계적 요소를 결합하여 요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구조부
의 총합으로 전기밥솥을 크게 구조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최소한 구조적인 부분이 40%는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을 제182호증의 분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을 제186호증의 분석에 따라 ① 기구(본체) 40%, ② 전기전
자 부품 15%, ③ 전기 전자 부품 제어 프로그램 15%, ④ 조리법 구현 알고리즘 30%로 구분하였다.
3) 을 제186호증에는 전기밥솥의 기구(본체) 부분을 BODYSUB ASSY, PWB ASSY, JOG ASSY, SIDE HEATER CASE ASSY,
BASE WORK COIL ASSY, CONTROL PLATE ASSY, BASE ASSY, TOP COVER ASSY, 원터치 분리형, POISE ASSY, STEAM
COVER ASSY, OVEN ASSY, 기타 단품으로 분류하여 그 비중을 분석하고 있으나(TOP COVER ASSY의 비중 40%, 을 제186
호증의 6쪽 참조), 위 분석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수 및 기술 수를 고려하여 비율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중요
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을 제182호증에 따른 ① 위 뚜껑, ② 내솥, ③ 본체, ④ 하부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비중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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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을 분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의 저하 문제 및 안전사
고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
명으로 인해 전기압력밥솥에서 안전 및 품질저하의 염려 없이 분리형 커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기압력밥솥의 청결한 세척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요청에도 불
구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서, 전기압력밥솥에서의 분리
형 커버 유무는 2010년 당시 전기압력밥솥의 위 뚜껑 부분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주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의
중요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자의 관심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뚜껑 부분에서 적어도 50%의 중요도 비중을 가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 실시제품에서 차지
하는 기여율은 4.4%(=40%×22%×5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광고 활동이나, 피고 실시제품에 적용된 디자인 등의 요소 또한 피고 실시제품
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이익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율은 4% 정도
로 봄이 옳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의 클린커버 체결 확인 장치는 피고의
특허(갑 제8호증)도 같이 적용된 것이므로, 피고 특허의 기여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
여율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인 내솥 뚜껑이 분리되었을 때 잠금해제위치에서 잠금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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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금링 회전을 저지하는 구성은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잠금링이 잠금위치에 있을
때 내솥 뚜껑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잠금해제위치로 잠금링 회전이 가능하도
록 하는 부가적 수단으로 잠금링돌기의 경사면과 잠금핀의 경사홈을 추가한 것인데,
내솥 뚜껑이 장착된 상태에서 본체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경우 내솥 뚜껑과 본체 뚜껑은
분리되기 어려우므로 피고 실시기술의 가정적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으
로서 갑 제8호증의 부가적 수단 또는 이와 관련된 기능이 전기압력밥솥에 클린커버를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달리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8호증을 근거로 기여율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6) 또한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을 실시할 당시 분리형 내솥 뚜껑의 탈착 여부
를 감지하는 방법은 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계식 걸쇠 방식 외에도 ② 제품 뚜
껑 닫힘 방지 방식, ③ 전자식 감지 방식의 대체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대체기술
의 비율인 1/3을 고려하여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실시제품을 실시할 당시 대체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압력밥솥 시장은 원고와 피고의 과점 시장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수요는 모두 원고에
게로 이전될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대체기술 사용 제품으로 그 수요가 분산되리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체기술의 존재를 이유로 기여율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7) 나아가 피고는,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는 원고와 피고 제품 외에도 주식회
사 대유위니아와 같은 경쟁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특허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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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실시제품을 모두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유위니아가 2015. 12.
경 전기 압력 밥솥 시장에 진입하여 약 1년 만에 당해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하였다
는 취지의 기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대유위니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비침해 대체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
가 없어 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수요 중 일부가 주식
회사 대유위니아에 분산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560,000,000원(= 89,000,000,000원×0.0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및 이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

건 특허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
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3.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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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김기수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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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피고 실시제품
이하 표의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모델 및 그 파생모델, 단 기계식 잠금 방식을 사
용하여 분리형 내솥 뚜껑 탈착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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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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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확인대상발명의 전기압력조리기는, 도 1,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체(10)와; 상기 본체에 수용되되, 가장자리에 로킹턱이 일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내
솥(20)과; 상기 내솥(20)을 가열하는 가열 히터(11)와; 상기 본체(10)의 상부를 개폐하
는 본체 뚜껑(30)과; 상기 내솥(20)의 상부를 밀폐하는 패킹이 구비되어 있는 내솥 뚜
껑(40)과; 상기 본체 뚜껑(30)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되,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잠금턱이 형성되어 있는 잠금테(60)와; 잠금테(60)를 회전시키는 잠금 손잡이(30a)와 상
기 잠금 손잡이(30a)를 회전 조작하는 힘을 상기 잠금테(60)로 전달하여 상기 잠금테(6
0)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설치된 회전레버(51)와; 상기 본체(10)에 설치되고 상기 본체
뚜껑(30)을 닫는 조작 시에 상기 본체 뚜껑(30)의 걸림부재(70)가 로킹되는 로킹턱이
형성된 후크부재(10b)와; 상기 본체 뚜껑(30)을 상기 본체(10)에 힌지 결합하는 힌지축
(50)과; 상기 본체 뚜껑(30)의 걸림 부재(70)가 상기 후크부재(10b)의 로킹턱에 로킹되
지 아니하면, 상기 본체 뚜껑(30)을 탄성력에 의하여 열림상태로 회전시키게 되는, 상
기 힌지축(50)에 설치되는 스프링(미도시)과; 상기 잠금테(60)의 잠금턱과 내솥(20)의
잠금턱이 로킹상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지하여 로킹상태인 경우에만 상기 히터(1
1)에 전기가 투입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미도시)을 포함한다.
확인대상발명의 잠금테(60)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돌출핀(60a)이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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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한 회전레버(51)의 일측에 형성된 삽입공(51a)에 삽입되는 구조이므로, 회
전 손잡이(30a)를 회전조작하는 힘에 의하여 잠금테(60)가 회전하게 된다.
확인대상발명은, 도 1,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체 뚜껑(30)에 분리가능하게
결합되는 내솥 뚜껑(40)의 장착을 망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구”로서, 로킹단(90b)과
돌출단(90c)이 구비되고 스프링(90a)의 탄성력에 의하여 회전가능하게 되며, 본체 뚜껑
(30)에 설치되는 스토퍼(90)와, 상기 내솥 뚜껑(40)이 장착되면서 상기 돌출단(90c)을
밀어 올려 상기 스토퍼(90)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상기 내솥 뚜껑(40)에 형성된 밀기편
(40b)과, 상기 잠금테(60)에 상기 로킹단(90b)이 삽입되는 구조로 형성된 로킹홈(60b)을
포함하여, 상기 내솥 뚜껑(40)이 상기 본체 뚜껑(30)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기
로킹단(90b)이 잠금테(60)의 로킹홈(60b)으로부터 이탈됨에 따라, 잠금테(60)가 회전가
능하게 되고, 상기 내솥 뚜껑(40)이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스프링(90a)의 탄성력
에 의하여 상기 로킹단(90b)이 잠금테(60)의 로킹홈(60b)에 삽입됨에 따라 잠금테(60)
가 회전할 수 없게 된다.
3.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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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10: 본체

20: 내솥

30: 본체 뚜껑

30a: 잠금 손잡이

40: 내솥 뚜껑

40b: 밀기편

60: 잠금테

60b: 로킹홈

90: 스토퍼

90a: 스프링

90b: 로킹단

90c: 돌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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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전기압력밥솥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도 1, 2, 3,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부에 상향 개구된 가열공간을 형성하는 본체(10)와;
상기 본체(10)에 수용되되, 가장자리에 로킹턱이 일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내솥(20)과;
상기 내솥(20)을 가열하는 가열 히터(11)와;
압력추(31)가 구비된 제1증기배출수단(30)과;
솔레노이드 밸브(41)가 구비된 제2증기배출수단(40)과;
상기 본체(10)의 상부를 개폐하는 본체 뚜껑(50)과;
잠금테(80)에 의해 내솥(20)과 잠금결합되고, 상기 본체 뚜껑(50)과 나사(55) 결합되어
본체 뚜껑(50)으로부터 손쉽게 분리할 수 없어 세제 등을 이용한 물세척이 불가능하고,
상기 제1증기배출수단(30)과 결합되는 제1증기배출구멍(61)과 상기 제2증기배출수단
(40)과 결합되는 제2증기배출구멍(63)을 구비하는 압력 뚜껑(60)과;
상기 압력 뚜껑(60)의 테두리에 형성된 걸쇠부(65, 69)에 끼움결합되어 압력 뚜껑(60)
에 장착하였을 때의 제1,2증기배출구멍(61, 63)의 위치와 상하 방향으로 서로 어긋난
위치에 일정 크기 이상의 취사 내용물은 통과하지 못하는 다수의 관통홀(71, 예; 직경
4mm)이 형성되어 취사 내용물이 제1,2증기배출구멍(61, 63)로 직접 비산하는 것을 방
지하여 제1,2증기배출구멍(61, 63)이 취사 내용물에 의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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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통홀(71)에 의해 내솥(20) 내부의 증기가 취사시 생성되는 내솥(20) 내부의 증기
압을 압력 뚜껑(60)이 유지하도록 하고, 내솥(20)의 증기가 상기 제1, 2증기배출구멍
(61, 63)을 통해 배출되도록 하는 비산방지판(70)과;
상기 압력 뚜껑(60)에 설치되어 상기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껑(60)에 장착할 때에
상기 비산방지판(70)의 주변부에 밀착되는 제1패킹(67)과;
상기 비산방지판(70)에 설치되고 상기 본체 뚜껑(50)을 닫았을 때 상기 내솥(20)의 상
부 테두리에 밀착되어 조리시 취사 내용물이 내솥(20) 외부로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
하는 제2패킹(73)과;
상기 본체 뚜껑(50)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되,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잠금턱
(83)이 형성되어 있는 잠금테(80)와;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잠금 손잡이(85)와;
상기 잠금 손잡이(85)를 회전 조작하는 힘을 상기 잠금테(80)로 전달하여 상기 잠금테
(80)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설치된 회전레버(87)와;
상기 본체(10)에 설치되고 상기 본체 뚜껑(50)을 닫는 조작 시에 상기 본체 뚜껑(50)의
걸림부재가 로킹되는 로킹턱이 형성된 후크부재(10b)와;
상기 본체 뚜껑(50)을 상기 본체(10)에 힌지 결합하는 힌지축(13)과;
상기 본체 뚜껑(50)의 걸림 부재가 상기 후크부재(10b)의 로킹턱에 로킹되지 아니하면,
상기 본체 뚜껑(50)을 탄성력에 의하여 열림상태로 회전시키게 되는, 상기 힌지축(13)
에 설치되는 스프링(15)과;
상기 잠금테(80)의 잠금턱(83)과 내솥(20)의 로킹턱이 잠금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히터(11)에 전기가 투입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잠금테(80)의 잠금턱과 내솥(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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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킹턱이 잠금해제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히터(11)에 전기가 투입되지 않도
록 제어하는 제어수단(미도시)을 포함한다.
잠금테(80)에는, 돌출핀(80a)이 형성되어, 회전레버(87)의 일측에 형성된 삽입공(87a)에
삽입되는 구조이므로, 회전 손잡이(85)를 회전조작하는 힘에 의하여 잠금테(80)가 회전
하게 된다.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껑(60)에 장착하면 압력 뚜껑(60)에 설치된 제1패킹(67)은 압
력 뚜껑(60)과 비산방지판(70)의 주변부 사이에서 밀착되고, 이 상태에서 본체 뚜껑(50)
을 닫으면 비산방지판(70)에 설치된 제2패킹(73)이 내솥(20)의 상부 테두리에 밀착된다.
그 다음 잠금테(80)를 “잠금해제위치”에서 “잠금위치”로 회전시키면 압력 뚜껑(60)은
잠금테(80)에 의하여 내솥(20)과 잠금 결합되고, 잠금 결합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히터(11)에 전기가 투입되도록 제어된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토퍼(90)는 압력 뚜껑(60)에 설치된다.
스토퍼(90)는 로킹단(91)과 상기 로킹단(91)의 하부에 형성된 돌출단(93)이 구비되고 스
프링(95)의 탄성력에 의하여 상하 이동가능하게 된다.
상기 돌출단(93)은 압력 뚜껑(60)에 형성된 관통홀(66)에 삽입 가능하도록 상기 관통홀
(66)의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형성되고, 상기 돌출단(93)은 상기 관통홀(66)의 크기보다
큰 크기로 형성되어 상기 관통홀(66)에 삽입되지 않는다.
상기 로킹단(91)은 일측에 경사홈(91a)이 형성되고 압력 뚜껑(60)의 상면에 맞닿는 저
면부(91b)가 형성된다. 상기 로킹단(91)의 상면에는 스프링(95)의 일단이 설치되는 돌
기부(92)와 상기 돌기부(92)의 외측에 스프링(95)을 감싸는 형태의 스프링 가이드벽(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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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된다. 상기 로킹단(91)의 승하강을 안내하는 가이드판(97)이 상기 압력 뚜껑(60)
에 설치된다. 상기 가이드판(97)은 제1, 2, 3판이 “ㄷ”자 형상을 이루면서 형성되며 제
1, 3판을 연결하는 제2판에는 보스(98)가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보스(98)는 내부에 나
사홀이 형성되어, 확장된 머리부를 갖는 볼트(96)가 체결된다. 스프링(95)은 일단이 볼
트(96)의 확장된 머리부에 지지되고, 타단이 로킹단(91)에 지지되어 상기 스토퍼(90)에
탄성력을 제공한다.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껑(60)에 장착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도 6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비산방지판(70)의 일측을 압력 뚜껑(60)의 걸쇠부(65)에 끼운 다음, 도
7,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산방지판(70)의 타측을 압력 뚜껑(60)의 걸쇠부(69)에 끼움
결합함으로써,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껑(60)에 장착한다.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
껑(60)으로부터 분리할 때에는 걸쇠부(69)를 외측으로 회동시켜 끼움결합을 해제시킴으
로써, 비산방지판(70)을 압력 뚜껑(60)으로부터 분리해낸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산방지판(70)이 압력 뚜껑(60)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에
는, 스프링(95)의 탄성력에 의해 스토퍼(90)의 돌출단(93)의 압력 뚜껑(60)의 관통홀(66)
에 삽입되면서 로킹단(91)의 저면이 압력 뚜껑(60)의 상면과 맞닿게 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산방지판(70)이 압력 뚜껑(60)과 장착이 되면, 비산방지판
(70)의 상면이 스토퍼(90)의 돌출단(93)을 밀어 올리게 되고, 스토퍼(90)의 로킹단(91)이
압력 뚜껑(60)의 상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올라간다.
도 9는 비산방지판(70)이 압력 뚜껑(60)에 장착된 상태에서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로킹단(91)이 잠금테(80)의 로킹돌
기(81)보다 높게 상승된 상태에 있으므로 잠금테(80)가 좌우 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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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9 (a)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은, 잠금테(80)와 내솥(20)의 “잠금위치”에서 “잠금해
제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방향이고, 도 9 (b)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은, 잠금
테(80)와 내솥(20)의 “잠금해제위치”에서 “잠금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방향이
다. 도 9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산방지판(70)이 압력 뚜껑(60)에 체결된 상태
에서는 잠금테(80)와 내솥(20)의 “잠금위치”에서 “잠금해제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
키는 것과, 잠금테(80)와 내솥(20)의 “잠금해제위치”에서 “잠금위치”로 잠금테(80)를 회
전시키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도 10, 11은 비산방지판(70)이 압력 뚜껑(60)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잠금테(80)를 회
전시키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잠금테(80)와 내솥(20)의 “잠금위치”에서 “잠금
해제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것을 도시한 것이고, 도 11은 잠금테(80)와 내솥
(20)의 “잠금해제위치”에서 “잠금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키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잠금테(80)를 회전시키면, 잠금테(80)의 로킹돌기(81)의 경
사면(81a)이 스토퍼(90)의 로킹단(91)의 경사홈(91a)에 삽입되면서 로킹단(91)을 들어올
리면서 지나간다(도 10 (b)). 잠금테(80)의 로킹돌기(81)가 로킹단(91)의 하면을 통과한
이후에는 스프링(95)의 탄성력에 의해 로킹단(91)이 압력 뚜껑(60)의 상면에 맞닿게 된
다(도 10 (b)). 한편,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잠금테(80)와 내솥(20)의 “잠금해제위
치”에서 “잠금위치”로 잠금테(80)를 회전시킬 경우에는 잠금테(80)의 로킹돌기(81)가 스
토퍼(90)의 로킹단(91)에 맞닿게 됨에 따라 잠금테(80)의 회전이 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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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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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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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도 6

도 7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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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도 10

(a)

(b)

도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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