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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56350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폐기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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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
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제
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제조설비를 폐기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965,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9. 5. 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
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제품 및 그 반제품, 그것을 생산하는 제
조설비를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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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제품
및 그 반제품, 그것을 생산하는 제조설비를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갑 제1 내지 3호증)
원고는 주방기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1) 발명의 명칭: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12./ 2007. 5. 3./ 제71659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용기에 착탈가능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
이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의 외형을 파지하기 위하여, 상부부재(11)와, 상부부재(11)에
조립되고 전단부에 상기 상부부재(11)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면을 갖는 하부부재
(12)로 이루어지는 몸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부의 하부부재(12)에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가능하게 설치되어 조리용기에 착탈가능하도록, 일정 길이를 갖
는 슬라이딩판(21)과, 슬라이딩판(21) 전단부에 하방으로 절곡형성된 착탈편(22)과, 그
후단부에 돌출 형성되어 제1 탄성 스프링 일단을 끼우기 위한 끼움부(23)와, 상기 슬라
이딩판(21)의 전단부와 후단부 사이의 양측부가 외측으로 돌출됨으로써 형성된 단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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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슬라이딩부(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부의 상부부재(11)의 전측
에 설치되고, 그

상부부재(11)에 형성된 원호형 홀(11a-1)을 통하여 상기 슬라이딩판

(21)에 형성된 종방향 안내공(21b)에 삽입 지지되는 지지편(33)을 하부면에 구비하여
그 지지편(33)에 의해 상기 원호형 홀(11a-1)을 따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
전되면서 상기 슬라이딩판(21)을 상기 제1 탄성 스프링(24)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
방 이동 가능하게 작동시키도록 하는 로터리식 작동부(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
다); 상기 몸체부의 상·하부부재(11, 12)와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슬라이딩판(21)을 수
직으로 관통하여 서로 연결하도록 설치하되, 상기 상부부재(11)로부터 노출되는 상태로
설치하고, 후단부가 제2 탄성 스프링(41)에 의해 탄성적으로 지지되어 그 제2 탄성 스
프링(41)의 복원과 압축에 의해 상하 유동되면서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슬라이딩판
(21)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는 핀 부재(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3】각 기재 생략.
4) 특허권자 : 원고 및 D
5) 발명의 개요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서, 별도의 손잡이를 각종 조리용기에
간단한 조작에 의해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구조를 간소화함과 함께, 사용 도중 부주의
로 인하여 손잡이가 조리용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상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관한 것
이다(4면 아래에서 1~4행).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의하면, 첫째로, 고정판과 록킹판 사이의 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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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부에 형성된 기어의 톱니 피치만큼씩 단계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고정판과 록킹
판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응하지 않는 둘레부 두께를 갖는 조리용기에는 안정되게 사용할
수 없고, 둘째로, 둘레부 두께가 두꺼운 조리용기에 사용할 때, 손잡이가 그 두꺼운 둘레부
에 꽉 물려질 수 있고, 이 경우 해제핀의 가압동작에 의해서도 손잡이를 조리용기로부터 분
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셋째로, 해제핀이 몸체부의 측방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리용기에 부착된 손잡이를 파지할 때 또는 올바르게 파지한 상태에서 부주의에
의해 해제핀이 가압될 염려가 있고, 이 경우 조리용기가 손잡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짐으로
써 뜨거운 음식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화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넷째로, 손잡이의 작동
을 위하여 록킹부와 슬라이딩부에 랙과 기어수단을 채용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
제점이 있다(6면 5~15행).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별도의 손잡이를 각종 조리용기에 간단한 조작에 의해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
도록 구조를 간소화함과 함께, 사용 도중 부주의로 인하여 손잡이가 조리용기로부터 분리되
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상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6면 17~20행).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식
물을 조리하는 조리용기에 착탈가능한 조리용

<도 4> 착탈식 손잡이의 사시도

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있어서, 몸체부; 슬라이
딩부; 로터리식 작동부; 핀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6면 22~37행).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본 발명에
의한 손잡이의 몸체부를 한 손으로 파지한 상
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많은 힘을 가
함이 없이 상기 가압부(32)를 시계방향으로 밀
거나 반시계방향으로 당기는 간단한 조작에 의
해 슬라이딩부(20)의 착탈편(22)을 조리용기에
결합시키거나 분리시킬 수가 있다(8면 36~39행).
한편, 상기 핀 부재(40)는, 도 5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몸체부의 상부부재
(11)에 형성된 제1핀홀(11b)의 하단부를 통하여 삽입되어 상기 제1핀홀(11b)로부터 상부부
재(11)의 상면으로 노출되고 상기 핀홀(11b)의 하단부측에 걸리는 환형 걸림턱(40a-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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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누름부(40a)와, 상기 누름부(40a)의 하

<도 5> 착탈식 손잡이의 분해사시도

단부로부터 연장 형성되고 상기 누름부(40a)
의 외경보다 작은 외경을 갖고 상기 하부부재
(12)에 형성된 제2핀홀(12d)에 삽입되어 지지
되고 그 외주에 상기 제2 탄성 스프링(41)이
설치되는 지지부(40b)를 포함하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9면 15~19행).
더욱이, 상기 누름부(40a)와 지지부(40b)
사이에는, 상기 슬라이딩판(21)의 제2 횡방향
안내공(21d)에 삽입되어 상기 제2 횡방향 안
내공(21d)의 내주면에 끼워지는 요홈부(40c)
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요홈부(40c)의
하단측에는, 원주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2
횡방향 안내공(21d)의 원형 홀(21d-1)의 내
경과 상응하는 외경을 가짐으로써, 상기 로터
리식 회전부(30)의 조작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착탈편(22)이 조리용기에 결합되었
을 때, 상기 제2 횡방향 안내공(21d)의 원형 홀(21d-1) 내주면에 걸쳐져서 슬라이드판(21)
의 전방 이동을 방지하는 환형 턱부(40d)를 구비하고 있다(9면 20~24행).
<도 7a 및 7b> 핀부재 작동상태 요부단면도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핀 부재(40)는,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착탈편(22)이 조리
용기(50)에 결합되었을 때, 슬라이딩부(20)의 슬라이딩판(21)이 전방으로 이동되는 것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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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게 하는 스토퍼(stopper)로서 작용을 하여 착탈편(22)이 조리용기(50)로부터 분리되는 것
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핀 부재(40)는,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착탈편
(22)이 조리용기(50)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결합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해제핀으로서도 작
용을 한다(9면 25~28행).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손잡이를 한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로터리식 작동부를 엄지 손가락
만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으므로, 조작성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핀 부재가 상기 손잡이의 상면 측에 형성되어 있고, 손
잡이가 조리용기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핀 부재의 상면이 상기 로터리식 회전부에 형성된
반구형 돌출부에 의해 가려져 있게 되므로, 손잡이를 조리용기에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자
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핀 부재를 가압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종래에 빈번
하게 발생되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11면 2~9행).

나. 피고의 제품 생산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의 1차 제품생산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2012.경 별지1 기재 제품(이하 ‘제1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제1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생산 및 양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제1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원고와 D는 2012. 8.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1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2당2133호로 심리하여 2013. 4. 19. 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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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전부 구비하고 있음
을 이유로 원고와 D의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허4220호), 특허
법원은 2014. 5. 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어 대법원이 2014. 9. 4. 위 판결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2014후836호)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
다.
라) 피고는 현재 제1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의 2차 제품생산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가) 피고는 2012. 3. 16. 아래 1. 다. 1)항과 같은 내용의 발명을 ‘착탈식 조리용
기 손잡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하여 2013. 5. 21. 특허번호 제1268172호로 등록받았
고(이하 ‘피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별지2 기재 제품
(이하 ‘제2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8. 특허심판원에 원고와 D를 상대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1853호로 심리하여 2015. 3. 30. 「확인
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하게 또는 균등하게 전부 구비하고 있
고, 또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제1차 기각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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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법원은 위 사건을 2015허2686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는 것
도 아니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
위에 속한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제1차 기각 심결은 적법하
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어 대법원이 2016. 4. 28. 위 판결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2016후151호) 그 무렵 이 사건 제1차 기각 심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 19. 특허심판원에 원고와 D를 상대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재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178호로 심리하여 2017. 5.
31.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기각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2차 기각 심결은 제소기간이 도과되
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 특허발명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특허발명의 개요(을 제20호증의1, 2)
가) 발명의 명칭: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16./ 2013. 5. 21./ 제1268172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 사이에 파지구(11)가 구성된 슬라
이드편(10)이 설치되어 레버(20)에 의해서 파지구(11)가 작동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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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20)의 작동으로 파지구(11)와 슬라이드편(10)을 당길 수 있게 파지구(11)에 형성된
연결축(4)과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이 호형 견인로드(3)로 연결되며, 상기 파지
구(11) 및 슬라이드편(10)이 당겨진 후에 최초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슬라이드편
(10)의 후미 양쪽과 손잡이 본체(1) 사이에 코일 스프링(30)이 설치되는 착탈식 조리용
기 손잡이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편(10)의 중앙에는 파지구의 2단계 해제를 위한 걸
림편(12)을 형성하되, 걸림편(12)은 슬라이드편(10)의 일부분을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
켜 걸림편(12)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2) 내면의 스토퍼(7)에 걸려지도록 구성하며, 레버
(20) 중앙의 버튼(5)을 누르면 버튼(5)은 걸림편(12)을 직접 눌러 걸림편(12)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림편(12)의 선단이 걸려 있던 스토퍼(7)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구(11)에 미끄럼방지 패드(6)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라)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구성하는 파지구의 작동 및 해제를 위한 부품구성을 간소화시키고,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파지구의 해제 작동이 2단으로 이루어지게 구성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중에는 파지구를 캠의 원리로 이동시켜 조리용기를 집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캠의 마모에 의해서 파지구
의 기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조리용기에서 손
잡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파지구를 조리용기에서 해제할 때 단번에 해제되기 때문에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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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떨어지는 등 구조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버
를 돌려주면 파지구가 당겨지도록 구성된 것이 있으나 코일 스프링을 설치하는 등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한 파지구를 2단계로 제어하는 구성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
는 등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7]~[9]).
과제의 해결 수단 및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구
성하는 파지구를 조리용기에서 해제할 때 파지구가 2단계로 해제되도록 구성하여 해제시
의도하지 않은 조리용기의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제공하며, 특히,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구성
하는 파지구의 작동구조를 레버쪽에 집중화하고 부품구성을 간단하게 개선하여 조립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구성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번호 [10]~[11]).
<도 1>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의 분해 사시도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의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는, 손잡이 본체(1)와 중앙에 버튼(5)이 결합된
레버(20)가 회전할 수 있게 설치된 상부 덮개(2)가 볼트로 체결되며, 상기 손잡이 본체(1)
와 상부 덮개(2) 사이에 파지구(11)가 구성된 슬라이드편(10)이 설치되는데, 상기 파지구
(11)가 구성된 슬라이드편(10)은 일체형 또는 조립형으로 구성되며, 상기 파지구(11)에 구
비된 연결축(4)과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을 호형 견인로드(3)로 연결하여 레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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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에 따라 지렛대의 원리로 파지구(11)와 슬라이드편(10)을 당길 수 있게 구성되며,
상기 파지구(11)에는 미끄럼방지 패드(6)가 결합되고, 파지구가 구성된 슬라이드편(10)의
후미 양쪽과 손잡이 본체(1) 사이에 코일 스프링(30)을 개입시켜 코일 스프링의 탄성으로
파지구(11) 및 슬라이드편(10)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슬라이드편(10)의 중앙
에는 파지구의 2단계 해제를 위한 걸림편(12)을 형성하되, 걸림편(12)은 슬라이드편(10)의
일부를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12)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2)의 내면에 형성된 스
토퍼(7)에 걸려질 수 있게 구성되고, 또 레버(20)의 중앙에 결합된 버튼(5)을 누르면 버튼
(5)이 직접 걸림편(12)을 눌러 걸림편(12)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림편(12)의 선단이 걸려
있던 스토퍼(7)로부터 해제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문단번호 [19~23]).
이상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의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지구(11)과 손잡이 본체(1)에 형성된 받침면(41)이 이격된 상태가 아닌 경우
에는, 레버(20)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5)을 눌러서 파지구(11) 및 슬라이드편(10)을
전진시켜 손잡이 본체(1)에 형성된 받침면(41)과 파지구(11)의 간격을 이격시킨다. 이러한
상태에서 파지구(11)와 받침면(41) 사이를 조리용기(42)의 상부에 끼우고 레버(20)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회전시키면 슬라이드편(10)에 구성된 파지구(11)가 당겨지면서 조리용
기를 집게 되는 것이다(문단번호 [25~28]).
<도 3a> 파지구가 당겨진 상태 단면도

<도 5a> 파지구가 2차 해제된 상태 단면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기 레버(20)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레버축(21)에 결합
된 호형 견인로드(3)가 원호를 그리며 당겨지고, 호형 견인로드(3)의 타측에 연결축(4)을 통
해 결합된 파지구(11) 및 슬라이드편(10)도 함께 당겨지면서 파지구(11)와 받침면(41)이 조
리용기(42)를 집게 된다. 한편, 슬라이드편(10)이 당겨지면서 슬라이드편의 중앙에 형성된
걸림편(12)이 상부 덮개(2)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7)에서 약간 더 이동하게 되고,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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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편(10)의 후미에 구성된 코일 스프링(30)은 수축된다. 상기와 같은 상태로 조리용
기(42)에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고정시켜 사용한 후, 조리용기(42)에서 착탈식 조리용
기 손잡이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레버(20)를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시킨다(문단번
호 [29~31]).
그러면, 파지구(11) 및 슬라이드편(10)이 약간 전진하면서 슬라이드편(10)에 형성되어 있
는 걸림편(12)이 상부 덮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7)에 부딪쳐 1차적으로 전진하고 더 이
상 전진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한 상태에서 레버(20)의 중앙에 결합된 버튼
(5)을 눌러주면, 슬라이드편(10)에 형성된 걸림편(12)이 버튼(5)에 의해 눌려지면서 상부 덮
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7)에서 해제되고, 이때 슬라이드편(10) 후미에 구성된 코일 스
프링(30)은 탄성으로 슬라이드편(10) 및 파지구(11)를 2차적으로 전진시키게 되므로 파지구
(11)가 받침면(41)으로부터 완전히 이격되어 조리용기(42)와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분
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문단번호 [32~34]).

2) 피고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진행 경과(갑 제32호증, 을 제35호증)1)
가) 원고는 2017. 9.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
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3045호로 심
리하여 2018. 1. 31. 무효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서는 피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특허법원에 피고 특허발명이 무효 선행발
명 1, 2의 결합 또는 무효 선행발명 3,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특허법원은 위 사건을 2018허2502호로 심리하여 2018. 9. 13. 피고 특허발명은
1) 피고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및 이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은 2007. 5. 10. 등록특허공보 제
716595호로 공개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관한 것, 선행발명 2는 1989. 1. 10. 발행된 ‘기구학’ 교과서, 선행발명 3은
2011. 12. 9. 등록특허공보 제1092735호로 공개된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것, 선행발명 4는 2001. 12. 24. 등록실용
신안공보 제256649호로 공고된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것이다. 이하 위 선행발명들을 아래 1.의 라.항의 균등 쟁점과 관련
하여 제출된 선행발명과 구분하기 위해 ‘무효 선행발명’이라고 한다.

- 13 -

선행발명 3,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1.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2018후11681호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라. 선행발명들2)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2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하다는 점
에 관한 증거로 아래 선행발명들을 제출하였다.
1) 선행발명 1(갑 제29호증)
2001. 12. 24.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56649호에 실린 ‘조리용기
손잡이’라는 명칭의 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본 고안은 본 출원인이 선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99-3600호의 개량고안에 관한 것
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조리용기에 부착되어진 손잡이 걸이구와 탈부착식 손잡이간의 연결
고정부위 고정력을 일층 향상시켜 안전성을 높이고 록킹수단의 구조를 간소화시켜 조립을
신속간편하게 이룸은 물론 원가를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2면 10~12행).
주요 내용 및 도면
도시된 실시예의 록킹부재(40)는 상부케이스 장공(11) 일측으로 마련되어진 걸림턱(13)에
선택적으로 걸려 고정되는 걸림돌기(41a)를 일측에 형성하는 탄동걸림편(일종의 판스프링
역할을 수행한다.)(41)을 형성하고, 상부케이스(10) 장공내에서 유동하면서 탄동걸림편(41)
의 걸림돌기(41a) 걸림동작을 제어하는 버튼(42)을 마련하는 한편, 상기 버튼의 측방향 슬
라이딩 동작에 따라 연동하면서 손잡이 걸이구 상면에 선택적으로 걸쳐지는 금속재의 록킹
판(44)을 고정하는 고정편(43)으로 구성되며, 상기한 탄동걸림편(41)과 버튼(42) 및 고정편
(43)은 상호 일체로 사출성형하여 구성하도록 한다(4면 4~9행).
도 4와 같이 사용자가 손잡이(A)를 잡고 상부케이스 장공(12)으로부터 일정높이 돌출된
록킹부재의 버튼(42)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상부케이스 장공 일측 걸림턱(13)에 걸려 고정

2) 선행발명들은 실제로는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이나, 편의상 ‘발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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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 탄동걸림편(41) 일측 걸림돌기(41a)의 걸림력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후방으로 이동
시키며, 이때 버튼(42)과 연동하는 록킹판(44) 또한 록킹부재 후방에 개재되어진 압축스프
링(45)을 압축하면서 후방으로 밀려가도록 되는 것이다. 그 후 손잡이 걸이구 용기부(2a)
끼움공(2b) 하측에서부터 강판 일측의 절곡걸이편(31)을 밀어 올려 끼움공에 넓게 면접된
상태로 끼워지며,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버튼(42)을 놓으면 압축되었던 압축스프
링(45)에 의해 록킹부재의 록킹판(44)이 전방을 향해 튀어나오면서 손잡이 걸이구 상면에
걸쳐져 강판의 절곡걸이편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되는 것이다(4면 1
5~22행).
상기한 동작에 있어 록킹부재의 탄동걸림편(41) 일측 걸림돌기(41a)가 상부케이스 장공
일측의 걸림턱(13) 내부에 탄력적으로 걸려 재차 버튼을 조작하지 않는 한 록킹판(44)이 손
잡이 걸이구(2) 상면에 걸쳐진 상태에서 유동하지 못하는 것이다(4면 23~25행).
한편, 부착되어진 손잡이(A)를 떼어낼 때는 도 5와 같이 우선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엄
지손가락으로 버튼(42)을 눌러 탄동걸림편의 일측 걸림돌기를 상부케이스 장공 일측의 걸
림턱(13)으로 부터 걸림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후방으로 밀어주면 압축스프링이 압축됨과
동시에 손잡이 걸이구(2) 상면에 걸쳐져 있던 록킹판 또한 연동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강판의 절곡걸이편(31)이 빠지도록 되는 것이다(4면 26~29행).
<도 4> 조리용기 손잡이 정단면도

<도 5> 록킹부재에 의한 손잡이 록킹해제를
보여준 예시도

2) 선행발명 2(갑 제3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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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17904호에 실린 ‘음식
물 조리용기 손잡이’라는 명칭의 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부케이스(10)와; 하부케이스(20)와; 절곡걸림편(31)을 구비한 강판(30)과; 상부케이스의
공간(11)과 하부케이스의 공간(21) 내에 설치되어 조리용기의 고정편(3) 일단에 걸리는 슬
라이더잠금부재(40)와; 상부케이스 공간(11)에 설치되어 슬라이더잠금부재를 슬라이딩 동작
시키는 버튼(50); 등으로 구성되는 음식물 조리용기 손잡이(청구항 1 참조)
<도 5> 버튼을 통한 손잡이 록킹해제를 보여준 예시도

3) 선행발명 3(갑 제31호증)
2000. 10. 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17954호에 실린 ‘조리
용기 손잡이’라는 명칭의 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부케이스(10)와; 하부케이스(20)와; 절곡걸림편(31)을 구비한 강판(30)과; 하부케이스 양
측면으로부터 일체로 형성된 반원호형의 손잡이부(22)와; 상부케이스의 공간(11)과 하부케
이스의 공간(21) 내에 설치되어 조리용기의 고정편(3) 일단에 걸리는 슬라이더잠금부재(40)
와; 상부케이스 공간(11)에 설치되어 슬라이더잠금부재를 슬라이딩 동작시키는 버튼(50);
등으로 구성되는 음식물 조리용기 손잡이(청구항 3 참조)
<도 4> 버튼을 통한 손잡이 록킹해제를 보여준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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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9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4, 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실시한 제1, 2 피고 실시제품(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 ‘피고 실
시제품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들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 실시제품들 중 제2 피고 실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와 함께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 반제
품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들의 폐기를 구한다.
또한, 피고가 현재까지 피고 실시제품들을 생산·판매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합계액이 1,796,308,552원인바, 위 이익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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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의 일부로서 5억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은 인정한다. 다만, 제2 피고 실시제품은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일 뿐이므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3)
2) 제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특
허발명의 실시로서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을 뿐 위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에게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
산·판매행위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6. 10. 24.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3. 10. 24. 이전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피고 실시제품들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피고 실시제품
제1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
3) 피고는 2017. 6.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이라는 진술을 기재한 바 있다. 그
런데 피고의 2017. 6. 14.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위 진술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주장에 관한 자백유사진술로서 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2018. 5.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이른바 ‘후출원 특허의 항변’).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2017. 6. 14.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진술은 본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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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제1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제2 피고실시 제품
1) 관련 법리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
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
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
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
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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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
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
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
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
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
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
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
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
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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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
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
다2672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제2 피고 실시제품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용기에 착탈가 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가 조립되어
능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있어 구성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에 있어서,
서, 상기 손잡이의 외형을 파지하기 위 손잡이 본체(1)에 형성된 받침면(41)은 상부
1

하여, 상부부재(11)와, 상부부재(11)에 덮개(2)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부를 가
조립되고 전단부에 상기 상부부재(11) 짐
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면을 갖는
하부부재(12)로 이루어지는 몸체부
상기 몸체부의 하부부재(12)에 길이방 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 사이에 파지
향으로 슬라이딩가능하게 설치되어 조 구(11)가 형성된 슬라이드편(10)이 설치되어
리용기에 착탈가능하도록, 일정 길이를 레버(20)에 의해서 파지구(11)가 작동하도록
갖는 슬라이딩판(21)과, 슬라이딩판(21) 구성되며, 상기 슬라이드편(10)은 후단부의
전단부에 하방으로 절곡형성된 착탈편 양측부가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고 후미 양

2

(22)과, 그 후단부에 돌출 형성되어 제 쪽의 끼움부와 손잡이 본체(1) 사이에 1쌍의
1 탄성 스프링 일단을 끼우기 위한 끼 코일 스프링(30)이 설치됨
움부(23)와, 상기 슬라이딩판(21)의 전
단부와 후단부 사이의 양측부가 외측으
로 돌출됨으로써 형성된 단차부를 갖는
슬라이딩부(20)
상기 몸체부의 상부부재(11)의 전측에 레버(20)의 작동으로 파지구(11)와 슬라이드
설치되고, 그

상부부재(11)에 형성된 편(10)을 당길 수 있게 파지구(11)에 형성된

원호형 홀(11a-1)을 통하여 상기 슬라 연결축(4)과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
3

이딩판(21)에

형성된

종방향

안내공 이 호형 견인로드(3)로 연결되어 상기 파지

(21b)에 삽입 지지되는 지지편(33)을 구(11) 및 슬라이드편(10)이 당겨진 후에 최
하부면에 구비하여 그 지지편(33)에 의 초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함
해 상기 원호형 홀(11a-1)을 따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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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상기 슬라이딩판(21)을 상기 제1 탄성
스프링(24)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
방 이동 가능하게 작동시키도록 하는
로터리식 작동부(30)
슬라이드편(10)의 중앙에는 파지구(11)의 2
상기 몸체부의 상·하부부재(11, 12)와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슬라이딩판(21)
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서로 연결하도록
설치하되, 상기 상부부재(11)로부터 노
출되는 상태로 설치하고, 후단부가 제2
탄성 스프링(41)에 의해 탄성적으로 지

4

지되어 그 제2 탄성 스프링(41)의 복원
과 압축에 의해 상하 유동되면서 상기
슬라이딩부(20)의 슬라이딩판(21)의 전

단계 해제를 위한 걸림편(12)을 형성하되,
걸림편(12)은 슬라이드편(10)의 일부분을 상
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12)의 선단
부가 상부 덮개(2) 내면의 스토퍼(7)에 걸려
지도록 구성하며, 상기 레버(20) 중앙의 버
튼(5)을 누르면 버튼(5)은 걸림편(12)을 직
접 눌러 걸림편(12)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
림편(12)의 선단이 걸려 있던 스토퍼(7)로부
터 해제되도록 설치

후방 이동을 제어하는 핀 부재(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용기
용 착탈식 손잡이

주요
도면

3)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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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부부재(상부 덮개)4)와, 상부부재(상부 덮개)에 조립되고 전단부에 상기 상부부재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면(받침면)을 갖는 하부부재(손잡이 본체)로 이루어지는 몸체
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몸체부의 하부부재(손잡이 본체)에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가능하게 설치되고, 일정 길
이를 갖는 슬라이딩판(슬라이드편)과, 슬라이딩판 전단부에 하방으로 절곡형성된 착탈
편(파지구)과, 그 후단부에 돌출 형성되어 제1 탄성 스프링(코일 스프링) 일단을 끼우
기 위한 끼움부와, 상기 슬라이딩판(슬라이딩편)이 외측으로 돌출됨으로써 형성된 단차
부를 갖는 슬라이딩부라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양 대응 구성은 슬라이딩판(슬라이드편)의 돌출 위치 및 탄성 스프링
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단순한 위치 및 개수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부부재(상부 덮개)의 전측에 설치된 로터리식 작동부(레버)가 회전 작동하면 지지편
(레버축)이 원호형 홀을 따라 슬라이딩판(슬라이드편)을 제1 탄성 스프링(코일 스프링)
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으로 이동 가능하게 작동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4) 괄호 안의 기재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명칭이다. 이하 같은 방
식으로 표기한다(다만, 명칭이 같은 경우 이를 따로 괄호로써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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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3은 지지편이 슬라이딩판에 형성된 종방향 안내공에 삽입되어
지지됨으로써 지지편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딩판의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를 갖
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은 슬라이드편에 형성된 연결축과
레버에 구비된 레버축이 연결된 호형 견인로드를 매개로 하여 레버축의 회전운동을 슬
라이드편의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라)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부부재(상부 덮개)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상부부재(상부 덮개)에 그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노출된 부분을 누르거나 떼는 동작을 함에 따라 상·하로 유동하는 구
조물(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부재’,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버튼’ 및 ‘걸림편’)을 두어
이로써 슬라이딩판(슬라이딩편)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걸림 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
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4는 핀 부재가 수직으로 관통하는 상·하부부재 및 슬라이딩판
사이에서의 상·하 상대 위치에 의하여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고, 핀 부재
가 상·하로 유동할 수 있도록 제2 탄성 스프링이 핀 부재의 후단부를 탄성적으로 지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슬라이딩편으로부터 상부로 경사지게 절
곡되어 형성되는 걸림편이 버튼의 누름에 의해 젖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슬라이딩편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할 뿐 아니라, 별도의 탄성부재 없이 걸림편 자체가 버튼과 걸림편
자체를 탄성적으로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4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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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는 상부부재에 노출된 부분부터 하부부재를 관통하는 부분까지 전체가 1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는 상부 덮개
에 노출되는 버튼과 상부 덮개 내측 슬라이드편에 형성되는 걸림편이라는 2개의 구성요
소로 나누어져 있고, 걸림편이 버튼의 하단 말단부에 맞닿도록 한 점에서도 다르다(이
하 ’차이점 2‘라 한다).
4)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구성요소 3 중 지지편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딩판의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편이 슬라이딩판에 형성
된 종방향 안내공에 삽입되어 지지됨으로써 지지편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딩판의 직선운
동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슬라이드편에 형성된 연결축과 레버에
구비된 레버축이 연결된 호형 견인로드를 매개로 하여 레버축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드
편의 직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것’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서로 균등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옳다.
(1)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의 조리용기용 손잡이는 고정판과
록킹판의 이격거리가 단계적으로 변화되므로 그 이격거리에 대응하지 않는 둘레부 두
께를 갖는 조리용기에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손잡이의 작동을 위하여 랙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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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채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원호형 홀과 종방향 안내공을 통과하여 삽입되어 있는 지지
편이 회전하는 힘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판을 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로터리식 작동부’를 채택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손잡이가 조리용
기에서 결합 또는 분리되도록 하는 동시에 구조를 간소화한 데 기술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지지편의 회전
운동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판이 직선왕복 운동하
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2 피고 실시제품도 ‘레버축이 회전하는 힘에 의해 1쌍의 코일 스
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드편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구성’을 채택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전환하는 결과 또한 다르지 않다. 즉,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이 부분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할 뿐 아니라 실질적
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보인다.
(2) 구성변경의 용이성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인 ‘슬라이드편에 형성된 연결축과 레버에
구비된 레버축이 연결된 호형 견인로드를 매개로 하여 레버축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드
편의 직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회전운동을 커넥팅 로드를 이용하여 직선왕복운
동으로 전환하는 기술인 ‘왕복슬라이더 크랭크기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복슬라이더 크랭크기구의 원리는 기구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널
리 알려져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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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을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구성요소 4의 세부 구성요소로서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
어하는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의 형상 및 설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
링’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인 ‘버튼 및 걸림편’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서로 균등범위 내
에 있다고 봄이 옳다.
(1)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의 조리용기용 손잡이는 해제핀이
몸체부의 측방으로 노출되어 사용시 부주의에 의해 해제핀이 가압될 염려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부부재 위로 노출되고 제
2 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의해 상하 유동되면서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는 핀 부재’라는 구성을 채택하여 조리용기용 손잡이가 사용도중 부주의로 인하
여 손잡이가 조리용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기술사
상의 핵심은 ‘핀 부재를 그 전단부는 상부로 노출되고, 후단부는 제2 탄성 스프링에 의
해 탄성적으로 지지되도록 설치하여, 사용자의 핀 부재 전단부 누름 조작에 따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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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의해 상·하로 유동하면서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제2 피고 실시제품은 ‘걸림편은 슬라이드편의 일부분을 상부로 경사지
게 절곡시켜 걸림편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 내면의 스토퍼에 걸리고, 레버 중앙의 버튼
을 누르면 버튼은 걸림편을 직접 눌러 걸림편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림편의 선단이
걸려 있던 스토퍼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성
은 세부적인 구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국 ’버튼을 그 전단부는 상부로 노출시키
고, 후단부는 걸림편에 의해 탄성적으로 지지되도록 설치하여, 걸림편의 선단부가 사용
자의 버튼 전단부 누름 조작에 따른 걸림편의 변형과 복원에 의해 상·하로 유동하면서
슬라이딩편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
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
프링을 버튼과 탄성판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부 덮개 위로 노출
된 부위(버튼)를 조작하여 탄성부재(걸림편)를 변형 또는 복원시킴으로써 슬라이드편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고, 이로써 사용 도중 부주의로 인하여 손잡이가 조리용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
과를 보인다.
(2) 구성변경의 용이성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핀 부재의 탄성적 누름 조작에 따라 슬
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한다는 작용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
법이 조리용기 손잡이에 대한 기술분야를 비롯한 여러 기술분야에서 이미 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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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버튼 및 걸림편’과 같이 별도의 탄성부재 없이 걸림편 자
체가 버튼과 걸림편 자체를 탄성적으로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 역시 제2 피고 실
시제품의 제조시점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구성요소 4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
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먼저, 버튼축을 누르면 걸림턱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걸림 상태가 해제되
고 버튼축을 누르지 않으면 탄성부의 탄성력에 의해 걸림턱이 걸림홈에 걸린 상태로
유지되는 기술수단은 아래 선행발명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리용기 손잡이에 대한 기
술분야뿐 아니라 문구, 생활용품 등에서도 주지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다5).
② 선행발명 1(갑 제29호증)은 조리용기와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잠금수
단의 구조를 간소화시킨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발명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록킹판
(44) 상부에 걸림턱(13)을 구성하고 록킹판(44)과 고정편(43) 및 탄동걸림편(41)이 일체
로 연결되어 탄동걸림편의 탄성력에 의해 탄동걸림편이 상부의 걸림턱(13)에 걸리고
해제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갑 제29호증의 도 4 및 5).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
구조와 선행발명 1의 걸림구조는 슬라이드편(록킹판)과 일체화되고 탄성을 갖는 걸림
편(탄동걸림편)이 슬라이드편 상부에 형성된 스토퍼(걸림턱)에 걸림/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은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절
곡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탄동걸림편은 나사 결합에 의해 록킹판에 일체화되
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과 선행발명 1의 탄동걸림편은 슬라
이드편(록킹판)과 일체화되고 자체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5) 예컨대 흔히 사용되어 온 필기구인 모나미 볼펜의 작동편에서도 ‘해제돌부(버튼)를 누르면 탄성부에 의해 탄성 지지되는 걸림
부(걸림편)가 아래로 유동하여 걸림 상태가 해제되면서 작동편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자동 우산의 버
튼장치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걸림부’가 해제되면서 우산천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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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작동원리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선행발명 1의 ‘버튼 및 탄동걸림편’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버튼 및 걸림편’

③ 선행발명 2(갑 제30호증)와 선행발명 3(갑 제31호증)은 모두 손잡이의 열
변형 등을 방지하고 흔들림 등에 의해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음식물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발명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상부로 노출된 버튼(50)을 누르면 플랜지
(52)가 아래로 유동하여 걸림 상태가 해제되면서 조리기구를 파지하는 슬라이더잠금부
재(52)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위 버튼 및 플랜지는
압축스프링에 의해 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별도의 압축스프링 없이 자체의 탄성
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버튼 및 걸림편과 차이가
있으나, 버튼을 누름으로서 플랜지(걸림편)가 아래로 유동하여 슬라이드잠금부재(슬라
이드판)의 걸림상태가 해제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선행발명 2의 ‘버튼 및 플랜지’

선행발명 3의 ‘버튼 및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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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상의 기술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조리용기 손잡이를 설계할 때 핀 부재
의 탄성적 누름 조작에 따라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한다는 작용 효과를 구
현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 또는 선행발명 2, 3과 같이 핀 부재(버튼)와 턱부(플
랜지)에 탄성스프링을 결합하여 탄성적으로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선행발명 1 또는 제2 피고 실시제품과 같이 별도의 코일 스프링 없이 부재 자체
의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버튼 및 탄동걸림편(걸림편)을 채택할 수
도 있을 것인데, 탄성스프링이 결합된 핀 부재와 턱부 구조를 탄성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 자체의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버튼 및 걸림편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에 지나지 않는다.
5) 피고의 후출원 특허실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은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일 뿐이므로 제2 피
고 실시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구 특허법 제94조(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고 한다)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제98조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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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
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타인의 특
허발명과 저촉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타인
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 타인의 특허발명과 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
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그 특허권에 기초한 항
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 또는 항변이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
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 특허발명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항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무효 선행발명 3에 무효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
로 그 진보성 부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1)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항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무효 선행발명 3과의 구성요소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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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

무효 선행발명 3

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 사이에 파 손잡이 본체(1)와 상부 커버(2) 사이에 파
지구(11)가 구성된 슬라이드편(10)이 설치 지구(11)가 구성된 슬라이드편(10)이 설치
되어 레버(20)에 의해서 파지구(11)가 작 되고, 상기 슬라이드편(10)에 구비된 연결
동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레버(20)의 작동 축(4)과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을
으로 파지구(11)와 슬라이드편(10)을 당길 견인로드(3)로 연결하여 레버(20)의 회전
수 있게 파지구(11)에 형성된 연결축(4)과 에 따라 지렛대의 원리로 슬라이드편(10)
1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이 호형 견 을 당길 수 있도록 구성(식별번호 [001
인로드(3)로 연결되며, 상기 파지구(11) 7], 도 2, 3a, 3b).
및 슬라이드편(10)이 당겨진 후에 최초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슬라이드편(10)
의 후미 양쪽과 손잡이 본체(1) 사이에 코
일 스프링(30)이 설치되는 착탈식 조리용
기 손잡이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편(10)의 중앙에는 파지구
의 2단계 해제를 위한 걸림편(12)을 형성
하되, 걸림편(12)은 슬라이드편(10)의 일
부분을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
(12)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2) 내면의 스

2

토퍼(7)에 걸려지도록 구성하며,
레버(20) 중앙의 버튼(5)을 누르면 버튼
(5)은 걸림편(12)을 직접 눌러 걸림편(12)
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림편(12)의 선단
이 걸려 있던 스토퍼(7)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탈식 조리

슬라이드편(10)의 하부, 손잡이 본체(1)
내부에는 스톱퍼(30)가 축핀에 설치되고,
상기 스톱퍼를 구성하는 버튼축(31)이 슬
라이드편(10)의 중앙에 형성된 가이드홈
(12)을 관통하여 레버(20)의 가운데에 있
는 해제버튼(22)의 하부에 결합되며(식별
번호 [0019]),
스톱퍼(30)는 슬라이드편(10)의 걸림홈(1
3)에 걸리도록 걸림턱(32)이 구성되고, 스
톱퍼(30)의 저면에는 스톱퍼(30)의 상하작
동을

위한

스프링(34)이

[0020]).

용기 손잡이.
<도 1>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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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식별번호

구성
요소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

무효 선행발명 3

버튼

레버
레버축

상부
덮개

스프링

버튼

버튼축

손잡이
본체

걸림편

슬라이드편
받침면

스토퍼

걸림돌기

스톱퍼

호형
견인로드
연결축

미끄럼
방지패드

파지구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1은 무효 선행발명 3의 대응구
성요소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2는 슬라이드편의 일부분을 상부로 절곡시킨 걸림
편과 상부 덮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 및 레버 중앙의 버튼에 의해 슬라이드편이 걸
림 또는 해제되는 반면, 무효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은 스톱퍼 구조가 스톱퍼 자체 탄
성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코일 스프링을 포함하는데다가 걸림홈이 덮개에 형성
되어 있지 않고 슬라이드편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록킹판 상부에 걸림턱을 구성하고 록킹판과 고정편 및 탄동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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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일체로 연결되어 탄동걸림편의 탄성력에 의해 탄동걸림편이 상부의 걸림턱에 걸
리고 해제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 무효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부분을 결합하여 쉽
게 극복할 수 있다.
(다) 검토 결과
결국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무효 선행발명 3,
4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 역시 2중 안전구조를 가지면서 탄성스프
링 등의 부품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3항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무효 선행발명 3과의 구성요소별 대비표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3

무효 선행발명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구(11)에 미끄럼방
지 패드(6)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
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42는 미끄럼방지 패드, 43은 조리용기를 표
시한 것이다(식별번호 [0021], 도 3a).

(나) 검토 결과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3항에서 추가로 한정한
미끄럼방지 패드(6) 구성은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 선행발명 3의 미끄럼
방지 패드(42)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특허발명 청구항 3항도 청구항 1항과 마찬가지로 무효 선
행발명 3,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무효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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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이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후출원 특허실시의 항
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6) 검토 결과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고 할 것이다.
4. 제2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므로, 피고의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 판매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쟁의
경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향후 다시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특허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2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
의 폐기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
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의 폐기를 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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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에 필요
한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
산에만’ 사용되는 설비의 폐기를 명하기로 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 전체를 폐기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않는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
1항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특허법 제130조에 의하여 타인의 특허
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특허발명의 실시로서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
하였을 뿐 위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행위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
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
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
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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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 6.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범위에 해당하는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의 생산 및 판매
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점,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
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심판 및 소송이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늦어도 2012. 6. 28. 이후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이 사
건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에 따라 제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특허발명이 진보성 부정의 명백한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제2 피고 실시제품이 피고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해서 여전히 제2 피고 실시제품의 특허침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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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
한 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
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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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실시제품들의 총 판매수익
가) 을 제34호증의1 내지 7(계정별 원장)의 각 기재에서 ‘적요란’에 제1 피고 실
시제품의 품목명인 ‘틱톡핸들’ 및 제2 피고 실시제품의 품목명인 ‘뉴틱톡핸들’을 포함하
는 것으로 기재된 매출내역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6), 그 매출액 합계는
1,856,886,074원(=제1 피고 실시제품 매출액 261,579,923원+제2 피고 실시제품 매출액
1,595,306,151원)이 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실시제품들의 총 판
매수익으로 한다.
순번
1
2
3

[표1] 제1
날짜
2012. 7. 31.
2012. 7. 31.
2012. 8. 21.

피고 실시제품(틱톡핸들) 매출내역표
적요란
판매금액(원)
틱톡핸들-오렌지색
3,350,000
틱톡핸들-진적색(외)
53,306,520
틱톡핸들-오렌지색
3,015,000

6) 피고는 제1심에서 계정별원장(을 제34호증의1 내지 7)을 제출하면서 ‘틱톡핸들-진적색(외)’ 등과 같이 [표1], [표2]에서 음영으
로 표시된 부분을 피고 실시제품들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고 실시제품들의 매출액 합계가 684,543,824원
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피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 2, 3면), 원고는 이를 누락한 채 매출액 합계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원고의 2017. 9. 25.자 준비서면 2면). 제1심 판결은 위 ‘틱톡핸들-진적색(외)’와 같은 기재 부분
도 피고 실시제품들의 매출로 인정하여 계정별원장을 해석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2019. 4. 4.)에서 계정별원장(을 제34호증의2)의 ‘적요
란’에 기재된 ‘2012. 7. 31. 틱톡핸들-진적색(외)’의 의미에 관하여, 이는 모두 틱톡핸들에 관한 거래내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틱톡핸들의 색상이 진적색 등 여러가지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계정별원장(을 제34호증의1 내지 7)의 적용란
에 기재된 ‘틱톡핸들-색상(외)’, ‘틱톡핸들-색상 외 0건’, ‘뉴틱톡핸들-색상(외)’, ‘뉴틱톡핸들-색상 외 0건’ 등과 같은 유형의 기
재는 모두 피고 실시제품들에 관한 거래내역으로서 다만 그 색상이 여러 개인 물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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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13
14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12. 8. 24. 틱톡핸들-오렌지색
2012. 8. 31. 틱톡핸들-오렌지색
2012. 8. 31. 틱톡핸들-군청색(외)
2012. 10. 31. 틱톡핸들-진적색
2012. 11. 13. 틱톡핸들-진적색 외 1건
2012. 11. 30. 틱톡핸들-오렌지색 외 9건
2013. 1. 22. 틱톡핸들-오렌지색
2013. 1. 31. 틱톡핸들-진적색 외 12건
2013. 3. 31. 틱톡핸들-흑색 외 7건
2013. 9. 30. 틱톡핸들-진적색 외 1건
2013. 10. 17. 틱톡핸들-오렌지색
매출액 합계

[표2] 제2
날짜
2013. 2. 28.
2013. 3. 4.
2013. 3. 14.
2013. 4. 30.
2013. 4. 30.
2013. 5. 8.
2013. 5. 28.
2013. 5. 31.
2013. 5. 31.
2013. 6. 4.
2013. 6. 11.
2013. 6. 27.
2013. 6. 28.
2013. 7. 22.
2013. 7. 30.
2013. 8. 31.
2013. 9. 4.
2013. 9. 10.
2013. 10. 30.
2013. 11. 6.
2014. 1. 27.
2014. 1. 31.
2014. 1. 31.
2014. 2. 5.
2014. 2. 14.
2014. 2. 28.
2014. 2. 28.
2014. 3. 24.

5,025,000
2,010,000
36,680,180
3,600,000
16,432,460
29,268,763
3,350,000
41,620,000
28,432,000
30,800,000
4,690,000
261,579,923

피고 실시제품(뉴틱톡핸들) 매출내역표
적요란
판매금액(원)
뉴틱톡핸들-오랜지색 외 4건
9,088,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3,500,000
뉴틱톡핸들-오랜지색 외 2건
13,556,7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27,584,000
뉴틱톡핸들(남선)-흑색 외 1건
14,214,2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5,25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6,65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875,000
뉴틱톡핸들(남선)-흑색
9,94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3,50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3,50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3,181,818
뉴틱톡핸들-오랜지색 외 5건
48,456,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1,590,909
뉴틱톡핸들-오렌지색
3,181,818
뉴틱톡핸들-흑색
15,651,315
뉴틱톡핸들-오렌지색
2,45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
17,500,000
뉴틱톡핸들-진적색 외 6건
7,126,927
뉴틱톡핸들-오렌지색 외 1건
252,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1번)
17,28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3번) 외 9건
68,584,920
뉴틱톡핸들-흑색(1번)
24,384,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10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7,00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3번) 외 15건
112,466,281
뉴틱톡핸들-흑색(1번) 외 2건
41,600,000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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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2014. 3. 31.
2014. 5. 15.
2014. 6. 17.
2014. 6. 24.
2014. 6. 30.
2014. 7. 24.
2014. 7. 31.
2014. 8. 21.
2014. 8. 26.
2014. 8. 26.
2014. 8. 27.
2014. 9. 2.
2014. 9. 19.
2014. 10. 1.
2014. 10. 30.
2014. 10. 30.
2014. 11. 17.
2014. 11. 30.
2014. 12. 10.
2014. 12. 18.
2014. 12. 26.
2014. 12. 31.
2015. 1. 5.
2015. 1. 15.
2015. 1. 31.
2015. 1. 31.
2015. 1. 31.
2015. 1. 31.
2015. 2. 6.
2015. 2. 26.
2015. 3. 12.
2015. 3. 13.
2015. 3. 31.
2015. 3. 31.
2015. 4. 22.
2015. 4. 30.
2015. 5. 4.
2015. 6. 4.
2015. 6. 16.
2015. 6. 30.
2015. 6. 30.
2015. 7. 10.
2015. 7. 13.
2015. 8. 7.
2015. 8. 18.

뉴틱톡핸들-오렌지색(1번) 외 2건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3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외 13건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진적색(3번) 외 17건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3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3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바렐)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바렐)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3T)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3T)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청색-2번
뉴틱톡핸들흑색-1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청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1번 외 1건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1번 외 1건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1번
뉴틱톡핸들흑색-3번(패밀리용)
뉴틱톡핸들흑색-1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뉴틱톡핸들흑색-1번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 41 -

41,625,600
3,500,000
262,800
35,000
141,012,100
2,800,000
121,551,720
2,800,000
17,150,000
756,000
252,000
6,300,000
3,500,000
252,000
20,412,000
10,500,000
18,690,000
8,225,000
21,350,000
44,450,000
252,000
25,200,000
10,675,000
3,850,000
19,152,000
22,400,000
5,250,000
17,500,000
18,900,000
936,000
3,500,000
18,900,000
12,672,000
22,218,000
22,218,000
16,000,000
4,200,000
2,100,000
3,500,000
1,612,800
21,159,069
8,947,200
210,000
10,560,000
11,136,36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나)

2015. 8. 25.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9. 7.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9. 30. 뉴틱톡핸들흑색-1번
2015. 10. 31. 뉴틱톡핸들청색-2번 외 48건
2015. 11. 3.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11. 4.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11. 11.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11. 30.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12. 22. 뉴틱톡핸들도금-2번
2015. 12. 31.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5. 12. 31. 뉴틱톡핸들청색-2번 외 70건
2016. 2. 23.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2. 29. 뉴틱톡핸들청색-2번 외 47건
2016. 4. 18.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4. 18.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5. 19. 뉴틱톡핸들흑색-3번
2016. 6. 13.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6. 30. 뉴틱톡핸들도금-2번
2016. 7. 19.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7. 29.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9. 2.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9. 22.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10. 4.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2016. 10. 12. 뉴틱톡핸들흑색-3번
2016. 10. 19. 뉴틱톡핸들오렌지색-2번
매출액 합계

원고는

피고

실시제품들의

생산·판매에

따른

2,275,000
3,500,000
12,800,000
76,591,540
3,500,000
3,500,000
22,218,000
3,630,000
10,725,000
10,556,000
106,218,270
3,500,000
87,166,200
7,569,600
9,324,000
252,000
3,500,000
780,000
105,000
1,750,000
245,000
2,520,000
322,000
252,000
70,000
1,595,306,151

피고의

매출액

합계가

9,164,839,554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대구세무서 및 예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
보제출명령 회신결과,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실시
제품들의 매출액 합계가 앞서 본 1,856,886,074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실시제품들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7)
7)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위 법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을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 한편, 위 이익액은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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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을 제28, 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들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584,955,650원(=1,493,099,050원+5,940,000원+85,916,600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
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 1,493,099,050원8)
(2) 금형 설계 및 디자인비용: 5,940,000원
(3) 금형제작 및 수리비: 85,916,600원
나) 피고는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13,175,900원 및 특허분쟁비용 41,800,000원도
피고 실시제품들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피고 실시제품들의 이익액 산정을 위해 공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분쟁비용은 피고 실시제품들의 제
조·판매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종 합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한계이익은 총
271,930,424원(=피고 실시제품들의 총 판매수익 1,856,886,074원-피고 실시제품들의 제
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 1,584,955,650원)이 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계이익으로 산정되게 되는데, 위와 같이 공제될 비용항목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침해자인 피고에게 있는 점, 공제될 비용과
관련된 항목 및 금액이 많을수록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계이익 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할 비용항목 및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7. 8.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내역
에 관하여 자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하 피고의 위 자인 항목 및 금액을 기초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을 판단하기로 한다.
8) 피고 실시제품들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3,425원이고 개당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가 2,754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 3~4면, 원고의 2018. 8. 16.자 준비서면 25면). 따라
서 피고 실시제품들과 관련하여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의 총 합계는 1,493,099,050원(=1,856,886,074원
×2,754원/3,425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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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공유 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
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
7731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특허
권자 2인 가운데 1인이고, 특허권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자 2인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해 추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135,965,212원
(=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271,930,424원 × 원고의 특허권 지분 1/2)이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6. 10. 24.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
하여 3년 전인 2013. 10. 24. 이전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
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
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
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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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6. 28. 피고에게 제1 피고 실시제품 생산·
판매에 관하여 경고장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그 무렵 위 경고장
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8. 6. 제1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
로 삼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3. 4.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위 심결이 피고에 의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
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14. 9. 4.경 확정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4. 7. 28. 제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0.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위 심결이 피고에 의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
심에서 대법원에 의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16. 4. 28. 확정된 사실 역시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제1 피고 실시제품 생산·판매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안 때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4. 9. 4.경으로 보아야 하고, 제2 피고 실시제품 생산·판매행위가 불법행위
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안 때는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기각심결의 확정일인 2016. 4. 2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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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2014. 9. 4. 및 2016. 4. 28.부터 각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인 2016. 10. 24.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5,965,212원 및 이
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그 중 제1
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15,965,212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전지급 및 금지·폐기를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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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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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1 피고 실시제품
1. 제품의 명칭
멀티핸들 또는 틱톡핸들
2. 제품의 구성
조리용기에 착탈가능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의 외형을
파지하기 위하여, 상부 커버(2)와, 상부 커버(2)에 조립되고 전단부에 상기 상부 커버
(2)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면을 갖는 본체(1)로 이루어지는 몸체부; 본체(1)에 길
이방향으로 슬라이딩가능하게 설치되고, 일정 길이를 갖는 슬라이드편(10)과, 슬라이드
편(10) 전단부에 하방으로 절곡형성된 파지구(11)와, 그 후단부에 돌출 형성되어 제1
탄성 스프링(33)의 일단을 끼우기 위한 끼움부(14)와, 슬라이드편(10) 후단부의 양측부
가 외측으로 돌출됨으로써 형성된 단차부(15)를 갖는 슬라이딩부(50); 상부커버(2)의 전
측에 설치되고, 그 상부커버(2)에 형성된 원호형 홀(2a)을 통하여 견인로드(3)의 한 쪽
구멍에 삽입되는 레버축(21)을 하부면에 구비한 레버(20)와, 한 쪽 구멍에는 상기 레버
축(21)이 삽입되어 접동하고 다른 쪽 구멍에는 결합핀(6)이 삽입되어 접동하는 견인로
드(3)와, 상기 견인로드(3)의 다른 쪽 구멍에 삽입된 후 슬라이드편(10)의 체결홈(4)에
삽입되어 접동하는 결합핀(6)을 포함하는 레버부로서, 상기 레버축(21)이 상기 원호형
홀(2a)을 따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슬라이드편(10)을 제1
탄성 스프링(33)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 이동 가능하게 작동시키도록 하는 레버
부; 스톱퍼(30)와 해제버튼(22)으로 이루어진 핀 부재부로서, 스톱퍼(30)의 하부는 제2
탄성 스프링(34)에 의해 탄성적으로 지지되어 제2 탄성 스프링(34)의 복원과 압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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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하 유동되면서 슬라이드편(10)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고, 해제버튼(22)은 상부커
버(2)로부터 노출되는 상태로 설치되고, 해제버튼(22)의 하부가 스톱퍼(30)의 버튼축
(31)의 위쪽 끝부분과 항상 접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해제버튼(22)은 상부커버(2)를
관통하고 스톱퍼(30)의 버튼축(31)은 슬라이드편(10)을 통과하며 스톱퍼(30)는 본체(1)
에 설치되게 하여, 스톱퍼(30)와 해제버튼(22)의 결합체는 상부커버(2), 본체(1), 슬라이
드편(10)에 걸쳐 위치하는 핀 부재부를 구성한다.
도 3에서와 같이, 레버(20)를 반시계방향으로 최대한 회전시키면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는 조리용기와 결합 상태에 있게 된다. 결합 상태에서 레버(20)를 시계방향으로
어느 정도 회전시키면, 도 4에서와 같이 해제 준비 상태가 된다. 해제 준비 상태에서
해제버튼(22)를 누르면, 도 5에서와 같이 결합 해제 상태가 된다.
3. 제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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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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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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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제2 피고 실시제품
1. 제품의 명칭
멀티핸들 또는 뉴틱톡핸들
2. 제품의 구성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가 조립되어 구성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에 있어서, 손잡이 본체(1)에 형성된 받침면(41)은 상부 덮개(2)의 전단
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부를 가지며, 상기 손잡이 본체(1)와 상부 덮개(2) 사이에 파지구
(11)가 형성된 슬라이드편(10)이 설치되어 레버(20)에 의해서 파지구(11)가 작동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슬라이드편(10)은 후단부의 양측부가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고 후미 양
쪽의 끼움부와 손잡이 본체(1) 사이에 1쌍의 코일 스프링(30)이 설치되며; 상기 레버
(20)의 작동으로 파지구(11)와 슬라이드편(10)을 당길 수 있게 파지구(11)에 형성된 연
결축(4)과 레버(20)에 구비된 레버축(21)이 호형 견인로드(3)로 연결되어 상기 파지구
(11) 및 슬라이드편(10)이 당겨진 후에 최초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슬
라이드편(10)의 중앙에는 파지구(11)의 2단계 해제를 위한 걸림편(12)을 형성하되, 걸림
편(12)은 슬라이드편(10)의 일부분을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12)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2) 내면의 스토퍼(7)에 걸려지도록 구성하며, 상기 레버(20) 중앙의 버튼(5)
을 누르면 버튼(5)은 걸림편(12)을 직접 눌러 걸림편(12)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걸림편
(12)의 선단이 걸려 있던 스토퍼(7)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파지구(11)에 미끄럼방지 패드(6)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제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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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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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1 : 손잡이 본체, 2 : 상부 덮개, 3 : 호형 견인로드, 4 : 연결축, 5 : 버튼, 6: 미끄럼방
지 패드, 7: 스토퍼, 10: 슬라이드편, 11: 파지구, 12 : 걸림편, 20 : 레버, 21: 레버축,
30: 코일 스프링, 41 : 받침면, 42 : 조리용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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