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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일한 실제 제품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수치한정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  

 

1.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심판청구라는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의 중량부가 수치 범위로 기재되어 있어

서 확인대상발명으로 가능한 제품의 경우의 수가 수천, 수만 가지 존재하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불특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수천, 수만 가지 형태의 제품을 포함하므로 하나의 제품(예를 

들어 위 ‘펠루비프로펜정’ 이외에 나머지 형태의 제품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

로, 확인대상발명은 현재에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

임이 분명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

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

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이 제조판매품목 허가의 대상인 의약품, 즉 피고의 ‘C펠루비프로펜정’

과 동일한 경우에만 실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제조

판매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 상이한 것은 허가 과정의 심사를 통해 밝



힘으로써 부당한 품목허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 의약품에 한정하여 실시가능성

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판매품목 허가의 대상

이 되는 의약품과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1601 판결 참조).  

 

(3) 그리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등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업으로 제조‧판매할 것으로 추측되

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등도 찾을 수 없다.  

 

(4)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

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 및 그 수치는 어떠한지 등이 설명서와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



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참조). 

 

(5)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

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대응하는 각각의 수치범위가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일치하거나 그 범위에 포함

되어 있어서 그 속부 여부가 달라지는 수치를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 함께 포함

하고 있지도 않으며, 달리 확인대상발명에 한정되어 있는 평균 입자직경 및 부형

제 등의 각 함량의 수치 범위 내에서 그 값이 변함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효과

를 나타낸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6)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수

치 범위를 만족하는 구체적 실시 형태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이 수치 범위를 포함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래 확인대

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사유 등을 찾기 어렵다. 따

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

후10401 판결 참조).  

 



(7)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

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

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

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

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371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