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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분쟁



1. 바이오칩 스캐너 공동개발 분쟁



참고 – 현재 판매 중 바이오칩 PNA Chip 



바이오칩 스캐너의 공동개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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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가합71839 판결

 BT업체인 A회사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용 바이오칩 기술

에 관한 Bioinformatics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자 바이오칩 기

술에 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

용 바이오칩 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IT업체인 B회사는 광픽업,

광디스크, 스캐너 등 IT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

 BT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IT 분야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전형적

인 협력 구도로 양사는 진단용 유전자 바이오칩 정보를 읽어 들여 판독

하는 광 스캐너에 관한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분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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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와 B회사는 HPV 진단 키트의 내용을 판독할 수 있는 전용 광스캐너를 공

동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전략적 제휴협약(2007. 2. 7.), (2) 비밀유지

계약, (3) 제품공급계약(2007. 6. 26.), (4) 독점 대리점 계약(2008. 5. 15.) 체결

 공동개발의 진행에 따라 B회사는 HPV 진단키트 전용 스캐너 시제품을 완성하

여 A회사에 납품하였고, A회사는 B회사에서 제조한 스캐너 제품의 독점 판매

권을 확보하기 위해 B회사와 독점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한 것임

 다만, 제품공급계약 이후 2010. 7.경까지 약 3년동안 13대만 구매

 그런데 B회사가 2009. 7. 30. 스캐너를 공동개발한 A회사가 아닌 C회사에 C회

사의 바이오칩을 판독할 수 있는 스캐너(10대, 대당 2,100만원)를 납품하는 계

약을 체결함



(1) 전략적 제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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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전략적 제휴의 목적 및 내용) 본 협약의 주 목적은 피고 B회사와 원고 A회사간의

상호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

으로 바이오칩스캐너 상업화를 위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

로 한다(이하 생략)

제1항 양사는 IT 및 BT 또는 IT/융합 솔루션 관련 보유제품과 기술을 공유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상호 협조한다

제3항 B회사는 기획중인 신규사업 및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레이저 방식의

바이오칩스캐너 운영 S/W 등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으며, 향후 해당기술 부분을 적용

한 제품의 상품화에 대한 기획,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한다.

제4항 B회사와 A회사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기획, 공동개발함은 물론 필요시 기 진행중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상품화 기획 및

마케팅, 영업활동에 양사가 공동 참여하여 해당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진행한다



(1) 전략적 제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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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마케팅 및 제품 생산)

1) 피고 B회사와 원고 A회사는 향후 무한한 비즈니스의 기회기 잠재되어 있는 바이오칩 및 바이오

칩 스캐너 시장의 창출과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 및 상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영업 및 제품생산은 차

후 필요한 시점에 양사의 합의 된 ‘공동개발 세부협약서 또는 제품공급협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1) 본 협약 제1조의 연구개발 내용 중 국책사업의 공동 연구개발의 결과로써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

산권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명의 출원을 우선하되, 특허출원 및 전용실시권 등의 취득비용, 권리, 의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의 협의 에 따라 진행한다.

2) 공동연구 이외의 기술로서 상품화를 위한 특허는 피고 B와 원고 A 양사의 상호 호혜의 정신에

따라 특허망 구성 및 전용실시권 등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도록 한다.

제7조 (비밀유지) B회사와 A회사는 상호승인 없이는 본 협약과 본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

화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종

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한다.



(2) 제품공급계약

제2조 (계약제품)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GG-HPV DNA 지노

타이핑 칩의 사업화를 위하여 B회사에게 공급 의뢰한 DNA 칩 스캐너 및 분석 SW를 칭

한다.

제3조 (역할 분담)

① 원고는 계약제품의 시제품의 납품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피고 B회

사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 B사는 양사가 합의한 사양에 적합한 시제품을 계약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2007. 7. 말)에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A회사는 B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계약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의뢰하

지 아니하며, B회사는 본 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 입찰 및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업비밀유지) 제1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어

떠한 제3자에게도 이를 공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국내외 독점 대리점 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 B회사가 원고 A회사에게 원고의 HPV & STD 칩 판독 전용의 DNA

칩 스캐너 제품을 원고에게 독점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HPV 칩과 전용 스캐너를 필요로 하는 제품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

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제품의 정의) B회사가 A회사에게 제공하는 DNA 칩 스캐너는 원고가 시판하는 HPV & STD

진단 칩을 판독하는 전용 스캐너로 제조되고, 상기 칩의 설계구조에 특화하여 판독하고 레포팅하는

전용의 분석 SW가 탑제된 제품으로 정의한다.

제3조 (독점판매의 조건과 최소 구매물량 및 공급단가) B회사는 A회사에게 상기 제2조에 정의된 이 사

건 스캐너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A회사는 B회사에게 독점판매권에 대한 조건으로 본 계약

기간 동안 매년 50대 이상의 구매를 보증한다.

B회사는 제품 단가를 특판가로 하여 A회사에게 국내분은 1대당 1,950만원, 수출분은 1대당 2,000

만원에 공급하도록 한다.

제8조 (비밀유지 및 협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이를 공

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원고 바이오 회사 소송제기 및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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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는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비밀유지의무위반, 협력의무위반,

품질향상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B회사의 협력의무 위반만을 인정

 A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음

 법원은 제휴협약 규정을 단순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회사와 B회사가 향후 바이오칩 스캐너 장비 및 관련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공동개발과 공동진행을 원칙으로 하

고, 그 외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1심 판결 –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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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B회사가 수년간 A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수량으로는 회사를 유지 및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다른 판매망을 개척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A회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협조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부득이 한

경우 A회사의 양해를 얻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B회사는 이러한 제휴협약상 협

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판단근거]

 B회사는 이 사건 스캐너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스캐너를 A회사에 납품하여 얻은 이익 외에도 바이

오칩 스캐너 장비 개발에 관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회사가 공동개발과정에서 B회사에 전달한 정보가 이 사건 스캐너 및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도

움이 된 점

 협력의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전용실시권 등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고 협력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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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발계약이 제3자에 대한 판매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도, 공동개발 당사자 외 다른 발주처에 공동개발의 결과물을 납품

하는 경우 협력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

 협력의무는 대부분의 공동개발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동개

발 성과가 포함된 제품을 제3자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협

약 등 관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구속적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위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전략적 제휴관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한 후

먼저 공동개발 상대방의 양해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밀유지의무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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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

며,”라는 내용의 명시적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음

바이오칩 스캐너의 개발 완료 후에 BT업체 A사는 IT업체 B사에 5대의

제품을 발주하였으나(이후 3년간 총 매출 13대, 대당 약 2천만원) B회

사가 그 후 유사한 바이오칩 스캐너 제품을 경쟁사 C회사에도 납품하

였음(벤처기업인 A사와 비교하여 C사는 대기업이었고 한번의 구매규

모도 2억원이 넘었음)

A회사는 B회사가 공동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C회사용 제품을 제작함

으로써 위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판결 - A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B회사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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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회사는 A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C회사용 스캐너 구동 프로그램 제

작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함

1) A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A회사용 스캐너 제작에 상당 부분 활용되었고,

2) B회사는 A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스캔이미지 분석에 관한 기술과 노하

우를 습득하였으며,

3) A회사용 스캐너와 C회사용 스캐너가 분석대상이 달라 호환은 불가능하지만

그 구성모듈이 유사하여 A회사용 구동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상당부분 C회사

용 프로그램에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1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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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밀유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B회사가 종전에 축적한 바

이오칩 관련 기술조차 다른 곳에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

되므로 B회사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상규에 반

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B회사의 비밀

유지약정 위반에 대한 A회사의 주장을 기각함

[근거]

1) B회사가 A회사와의 거래 이전부터 스캐너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해 왔던 점,

2) B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 축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이 A회사에 제

품을 납품하여 얻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25 판결

 “원고가 피고 나노에 대하여 전략적 제휴협약에서 약정한 원고 전용 스캐너의 운

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 나노가 원고에게 원고 전용 스캐너와 그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

공 하는 내용으로 전략적 제휴협약을 구체화한 제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뒤 국내외 독점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피고 나노가 원고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

하는 제품을 '원고가 시판하는 HPV 및 STD 진단 칩을 판독하는 전용 스캐너로 제

조되고, 상기 칩의 설계구조에 특화하여 판독하고 리포팅하는 전용의 분석 소프트

웨어가 탑재된 제품', 즉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원고 전용 스캐너로 한정

하였고, 

 그 외의 다른 스캐너는 독점판매권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 그러한 범

용 스캐너 제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맺기로 하였으며, 원고 전용 스캐너와 엘지

전용 스캐너 등은 상호 호환성이 없다.”



상급심 판결 – 1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25 판결

 “피고 나노에서 피고 엘지에 공급한 엘지 전용 스캐너는 원고의 바이오칩을

제대로 판독․분석하지 못하고, 원고 전용 스캐너는 엘지 전용 스캐너에서 사

용되는 바이오칩을 제대로 판독․분석하지 못한다.

 피고 나노는 원고의 바이오칩만을 분석할 수 있는 원고 전용 스캐너를 피고

엘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나노가 피고 엘지 등에 엘지 전용 스캐너 등을 제공한 것이 전

략적 제휴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 파기 – 원고 바이오 회사 패소

 대법원 상고심 사건 심리불속행 종결 – 확정



계약 분쟁



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및 TOT 판매대리점 계약

 "피고 판매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

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

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

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

조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

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

조 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금1,020,000원)을 공급 금액(월 100개×12

개월×1,02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제19조)."



계약위반 및 쟁점

 피고 행위: 판매대리점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후 피고 회사는 제3의 회사

로부터 계약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원고 주장: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 서면 허

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

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월 100개×12개월×1,020,000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

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

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요지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규제

 약관규제법 적용대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

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항).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

한 내용’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결 요지

 “제17조 및 제19조는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를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

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점,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

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 제11조 3호에 의하여 무효다.”



 구별 : 대리상계약(commercial agent agreement) vs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대리상계약 - 본인으로부터 대신할 수 있는 권한 받음 + 대리 또는 중개 업무 + 거

래효과를 본인(공급자)에게 귀속 +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

 판매계약 -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행위 + 거래효과가 본인(공급자, supplier)이

아닌 판매자에게 귀속

 대리상 계약 당사자 : 상법 제92조의 2항에 근거하여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

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음. 

 판매계약에도 대리상 조항 유추적용 여부 -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으로 간주해

상법 제92조의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

2. 독점판매계약 종료 + 보상청구 여부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

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

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대리상(agent)의 보상청구권 규정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

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

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

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경위, 영업

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 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독점판매계약 종료 시 영업기여에 대한 보상청구 불인정 조항의 무효주장 사례

 보상 불인정 조항 -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어

떤 이유에서든 미래 이익이나 기타 손해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전 포기

 신청인 판매점은 “상법 제92조의 2항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

에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사전 포기조항의 효력 – 실무적 분쟁이 빈번한 문제 조항

 중재판정 : 한국 하급심 판결 등을 근거로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보상청구권이

강행규정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상법 제92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

다”고 판단

 신청인 판매점이 보상청구권을 포기한 계약은 유효함

계약종료시 보상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여부



“상법 제92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

에 의한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법에서 정하

고 있는 것이어서 비록 그 입법취지에 일부 강행법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

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성 부정 ! + 중재대상 + 국제계약조항의 효력인정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무효주장 사례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의 재고 인수 + 판매점에게 인센티브 금액 지급 (but 소

액!)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어떤

보상청구도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외국본사 상대로 독점판매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

중재원에 ICC 중재 신청

 계약조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청구 요지: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주장 + 외국본사

에 대해 추가적 보상청구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한국총판 주장요지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되어야 함.

 상법 제92조의2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 허용되지 않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계약
서 12.5조(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
질의 것 아님.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유추적용 불가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
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
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음.

 독일 상법 제89조의2에서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
나라 상법은 해당 법문 없음.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이라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

판매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주장



 중재판정 요지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 - 3가지 제시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본건 -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 보상청구권의 사후적 포기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 상

법 제92조의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보상

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 화해계약 +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범이라는

학설도 분쟁발생 후 당사자의 권리포기 가능 입장

 중재판정: 한국 판매점의 보상청구 기각

중재판정 – 보상청구 포기 가능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

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ii)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iii)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임.

대법원 판결 – 계약체결 무산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분쟁



1.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벤처창업 분쟁



두상교정모 및 교정 원리

 교정모 치료는 유아의 뒤통수가 비뚤어지거나 비대칭인 경우 딱딱하게 고정된 헬멧

모양의 모자를 3~6개월 정도 씌워 머리 모양을 동그랗게 바로잡아 주는 것

 생후 6개월 이전의 신생아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뒤

통수가 납작해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 있고, 후천적으로 눕는 위치와 자세 때문에 뒤통

수가 비뚤어지는 것을 '자세성 사두증'이라고 부름. 

 자세성 사두증은 뇌 발달이나 목이나 척추 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하면 나이가 들어 얼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교정모 치료는 아기의 머리가 크는 힘을 이용해 눌린 부분은 모자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저항을 적게 해 더 자라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공간을 줄여 덜 자라도록 잡

아주는 원리. 

 아기 머리 사이즈에 맞춰 교정모를 제작하면 2~3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아기 머

리 크기를 재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함.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 의료기기 :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판매업신고증,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

가서 등 필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 두상 교정이 가능한 아기

1. 월령: 생후 3~18개월

- 교정이 진행 중인 아기라도, 만 18개월이 되면 자동 종료됨

2.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아기

3. 교정 기간: 3~4개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아기의 성장 속도에 따라 차이

4. 머리뼈가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생후 8개월까지이므로 이전에 교

정 시작해야 함.



교정절차

1. 의사 진료 & 처방 / 병원 - 두상교정모는 의료기기, 병의원의 처방 필요

2. 머리 모양 측정 - 의사의 처방전(소견서)을 가지고 두상교정모 회사 방문

- 아기의 머리 모양을 측정 또는 아기머리에 석고두상본 제작

3. 교정모 제작 - 측정한 수치 또는 석고두상본를 이용하여 두상교정모 제작

5. 착용 및 정기 수정

- 첫 착용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종료까지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진행 상황을 살펴봄

- 두상교정모 회사의 공인 의지기•보조기 기사가, 아기 머리의 성장에 따라 두상교정모 내부를 적

절히 수정함

6. 교정의 종료(일반적으로 3 – 4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담당의사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교정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처방할 경우,

교정절차를 종료



배경사실 개요

 A사 2006년경 미국 O사로부터 두상교정모를 수입 판매

 A사 종업원 갑과 을 2007년 말경 퇴직 X회사 설립, O사 두상교정

모 국산화

 두상교정모 시장에는 A사와 X사 이외에도 B사와 C사 등이 제각기

두상교정모를 출시하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

 X사에서 근무하던 을이 2015년 초 퇴사 + Y사 설립 + 두상교정모

개발 + 2016년 초에 시장에 진입

 X사 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형사고소 + 전직금지가처분소송 제기



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

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

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

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해당.



① 을 전직금지로 인하여 X회사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

려운 반면, 을은 위 전직금지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도

있는 점,

② 을이 전직금지 약정으로 인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을은 2년에서 6년 동안 X회사에 근무하였는바, ‘2년’의 전직금지 기

간은 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큼.

전직금지 불인정 결정



2. 인공심장판막 밸브 기술개발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



연구개발 협력관계

 심장전문 임상의가 설립한 벤처기업 CardiAQ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심장판막 의료기기 전문회사 +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 (TMVR) program 연구개발

 협력회사 캐나다 의료기기 회사 Neovasc + CardiAQ에 기술개발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제공

 Neovasc 협력제안으로 2009년 NDA 체결

 CardiAQ에서 Neovasc에 의료기기 기술정보 제공

 기술개발 공동 진행하여 신제품 TMVR 개발 완성



기술유출 + 영업비밀침해 분쟁

 Neovasc 2010년 단독 특허출원 + 등록

 CardiAQ에서는 2012년 공개 특허공보를 보고 출원 사실 인지

 영업비밀 침해 + DNA 계약위반 주장 소송제기

 CardiAQ는 Neovasc의 특허 U.S. Patent No. 8,579,964 기술내용

은 자신의 기술정보 + 영업비밀 + 무단 특허출원 주장

 특허출원서에 CardiAQ 연구원 누구도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음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netahtml/PTO/srchnum.htm&r=1&f=G&l=50&s1=8579964.PN.&OS=PN/8579964&RS=PN/8579964


미국법원 1심 배심평결

 미국법원 배심평결 (Jury Verdict): 피고 Neovasc의 영업비밀 침해혐의 + 

NDA 위반혐의를 인정

 영업비밀 사용금지 + 손해배상 US$70 million (약 770억원) 인정

 미국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 권리귀속 별도 심리 권고

 벤처회사 CardiAQ는 2015년 심장분야 의료기기 전문회사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에 현금 US$350 million (약 3천8백억원) 지급 + 마

일스톤 포함 최대 $400 million 조건으로 매각

http://www.edwards.com/


의료기기 라이선스 분쟁



1. Drug Elution Stent (DES) Exclusive License 분쟁



Drug Elution Stent (DES) Exclusive License 분쟁

 Cook Inc. vs Boston Scientific Corp. stent 분야 경쟁업체

 1997년 stent에 항암제 paclitaxel을 코팅한 stent 

 Drug Elution Stent (DES) 

 paclitaxel-coated stent 제품개발

 Angiotech사 paclitaxel 특허권자 exclusive license를 체결

 각자 Exclusive right 보유한 licensee   

 공존 co-exclusive  표현

 우리나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 공유와 유사

 위수탁 생산, 판매행위와 assign 및 sub-license 금지조항 위반여부



분쟁대상 계약조항

 Licensee Cook & Boston Scientific에 대한 GRANT 조항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distribute and sell, 

and to grant sublicenses to its Affiliates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distribute and sell, the Angiotech

Technology ... for use in the Licensed Applications."

 제한 조항 "none of the parties could assign their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two."



Cook사 계약위반 쟁점 행위

Cook 2001년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Inc. ("ACS")와 계약 5건 체결

(1) a Paclitaxel Coated Stent ("PCS") Distribution Agreement, 

(2) a Component Supply Agreement, 

(3) a PCS Development Agreement, 

(4) a Stent Delivery System Distribution Agreement, 

(5) a Cross-License Agreement

Cook사 입장

라이선스 허용 판매행위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도매상 등 중간상인에 대한 판매도 포함 + 판매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없음

허락된 생산행위도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한 위탁생산도 포함 + 계약문언

에 "have manufactured"도 포함됨



계약분쟁 쟁점

 Cook과 Boston Scientific는 경쟁업체로 동일한 exclusive 

licensee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범위에 관한 첨예하게 이해관계

대립

 Cook의 행위에 대해 Boston Scientific에서는 계약상 권리양도금

지 조항을 위반

 사실상 계약이전(de facto assign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

 Cook사는 ACS는 Angiotech 특허기술에 대한 access도 없고 직접

권리를 획득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ngiotech사와 라

이선스 계약으로 허용된 권리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



미국법원 1,2심 판결 요지

 Cook/ACS 계약을 “a transparent attempt to draft around the limitations 

clearly expressed within the Angiotech Agreement”

 오직 Cook사와 Boston Scientific사만 라이선스 독점권의 공유자로서

Angiotech Technology 사용권 허용 + 범위제한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

 양사에 독점권을 공동으로 부여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당사자

2개사 이외에 제3자 타사에 대한 위탁생산 또는 위탁판매를 예정하지 않았음

 licensee 중 상대방에게 심대한 이해관계 미치기 때문

 제3자의 위수탁 생산, 판매행위는 계약문언상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리적 상식을 고려하여 계약상 허용범위에서 배제함



2. 기술이전 로열티에 크로스 라이선스 산입 여부

 사실관계

 Dr. G. David Jang 수건의 스텐트(stent) 발명자 및 특허권자

 Dr. Jang 2002년 Boston Scimed (BSC)에 스텐트 특허(USP 5,922,021 

포함)들을 양도

 대가 - 일시금 5천만불과 순매출액 10%를 경상로열티(최대 $60M 달러로

제한)를 받기로 계약

 2003년 스텐트 업계의 경쟁회사인 Cordis는 BSC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BSC 반소로 Jang의 ‘021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특허침해소송 판결 및 로열티 분쟁 발생

 1심 법원 판결 2005년 상호 상대방 특허를 침해 인정 + CAFC도 2009년

하급심 판결 모두 인정

 2010년 2월경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 화해 + 소송종결

 화해 조건: BSC가 Cordis에게 총 $1.725억달러를 지급하는 것

 Dr. Jang BSC에게 화해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분배하기로 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몫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

 BSC는 Dr. Jang의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익 분배를 거부

 외부적으로 보면 BSC에게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손해만 있는 것처럼 보임.

 Dr. Jang 특허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포함한 화해로 특허침해소송을 종결한

BSC에게 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핵심쟁점



계약조항

7.3(c) Any recovery of damages by Scimed in a suit brough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7.3 shall be applied first in satisfaction of any unreimbursed expenses and legal 

fees of Scimed relating to the suit or settlement thereof. The balance, if any, remaining 

after Scimed has been compensated for expenses shall be retained by Scimed: provided, 

that any recovery of ordinary damages based upon such infringement shall be deemed to 

be “Net Sales” and upon receipt of such recovery amount, Scimed shall pay Jang as 

additional Earn Out from such recovery amount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c) to reimburse Jang for payments due in respect of lost sales of Contingent 

Payment Products. Any such recovery shall be count[ed] toward Net Sales as of the date of 

the infringement for purposes of Section 3.1(d). The allocation described in this Section 

7.3(c) shall not apply as to special or punitive damages.

라이선스가 아닌 무단실시로 인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판결 또는 화해의 결과로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 등 수익에 대해 정상적인 라이선스로 인한 로열티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특허 양도인 Dr. Jang에게 경상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



미국 CAFC 판결요지

 Jang 특허침해로 인해 양수인 BSC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상태 + 금전적

이익이 존재 + 특허소송상 화해 + 법률상 손해배상액 상계행위 + 이익 상실 아님 + 계약 7.3(c) 

규정 ‘any recovery of damages’는 상계로 인한 이익 포함한다고 해석

 최종적으로 BSC가 Cordis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외형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 상호 공제한 결과(상계)에 불과하므로, BSC에게 Dr. Jang 특허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BSC가 Cordis와의 화해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로 인한 가치에 대하여도 계약상 분배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쟁점

 CAFC는 계약 7.3(c) 규정의 ‘any recovery of damages’라는 문언의 의미 해석 + 이와 같은

실질적 이익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전적 배상(recovery)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됨

 계약문언상 크로스 라이선스로 인한 이익은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특허 양도인 패소



3.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개요

 특허기술 electro-chemiluminescence (ECL) technology – 생체샘플 검출 및 진단 기기

– 병리진단용 또는 연구용 의료기기

 특허권자 변경: IGEN  BioVeris  Roche 

 Licensee Meso + Licensor IGEN (특허권자) : 1995년 연구용 기기 분야 exclusive 

license 체결 (spring rights 조항 포함) 

 Roche에 합병 인수되기 전 회사 Boehringer Mannheim (licensee, BM) + Licensor 

IGEN (특허권자) : 1992년 진단테스트 용도 한정 라이선스 체결

 1997년 Licensor 특허권자 IGEN에서 BM 라이선스 계약범위 위반 + 특허침해소송 제

기

 2002년 승소 판결: BM 라이선스계약위반 + 특허침해 등 이유로 총 US$ 505.4 million 

손해배상 + 라이선스 계약 termination 판결

 2003년 7월 BM의 합병 존속회사 Roche, IGEN, Meso 3자 라이선스 계약체결



- 계속 - 라이선스 관계

 Roche에서 IGEN 합병 인수 – US$ 1 billion 이상 지불, 이때 IGEN의 IP 사업 분

리하여 자회사 BioVeris 설립

 동시 Roche (licensee) + BioVeris (licensor) 특정분야 진단용 범위 한정 라이선

스 체결 – 연구분야 제외 (meso 영역)

 2005년 BioVeris (licensor)에서 Roche (licensee)의 라이선스 scope 위반행위

지적 + 분쟁 발생 + 협상 진행

 2007년 Roche (licensee)에서 BioVeris (licensor)를 US$599 million 인수 합병

+ 분야범위 제한 없는 영업 발표

 2007년 7월부터 Meso 사업영역에서 경쟁영업 개시 + Meso (licensee) Roche 

계약위반 주장 협상

 2010년 Meso (licensee) Roche 계약위반 주장 소송제기



계약분쟁 소송의 쟁점

 Delaware Case (2013년) Meso Scale Diagnostics v. Roche Diagnostics 

GMBH 판결

 쟁점: 합병(RTM)으로 license assignment 발생하는지 +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 조항(anti-assignment provision) 위반인지 여부

 Anti-assignment Clause: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in may not 

be assigned by the License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and any purported assignment not consented to by Licensor 

will be of no force and effect.” 

 “If Licensee undergoes a Change of Control, Licen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Licensee.” 



RTM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판결 요지

 2011년 판결 – 계약위반

 2013년 판결 – 선행 판결 취소 + 계약위반 불인정 결정

“generally, mergers do not result in an assignment by operation 

of law of assets that began as property of the surviving entity 

and continued to be such after the merger.” 

 패소자 Meso 2015. 10. 16. 미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

 - 현재 진행 중 확정 안됨

 실무적 포인트 – licensee 특허권자의 M&A 대비 권리보호방안 필요



CHANGE IN CONTROL 조항

정의 - "CHANGE IN CONTROL" shall mean, with respect to either Party, any of the following 

events: (i) the acquisition by any Major Pharmaceutical Company of "beneficial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uch Party's capital stock, the holders 

of which have general voting power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to elect at least a majority 

of such Party'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the "Board of Directors") (the "Voting 

Stock"); (ii) the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of such Party of a merger, share exchange, 

reorganization, consolidation or similar transaction of such Party (a "Transaction"), if any 

party to the transaction is a Major Pharmaceutical Company other than a Transaction which 

would result in the beneficial owners of Voting Stock of such Party immediately prior thereto 

continuing to beneficially own (either by such Voting Stock remaining outstanding or being 

converted into voting securities of the surviving entity) more than 50% of the Voting Stock of 

such Party or such surviving entity immediately after such Transaction; or (iii)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of such Party of a complete liquidation of such Party or a sale or disposition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such Party.



대응방안 계약조항 샘플

CHANGE IN CONTROL. In the event there shall be a Change in Control with respect to either 

Party, the Party not involved in the Change in Control shall have a period of ninety (90) days 

following the Change in Control to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that it desire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such notice is given, then the Parties shall arrange for a valuation of the 

value of their respective interests in this Agreement using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12.7(b)(i). 

Upon receipt of the valuation, the Party not involved in the Change in Control shall have the 

option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pt of the valuation either to (i) withdraw its notice 

terminating this Agreement or (ii) confirm its desire to terminate, in that case the Party 

experiencing the Change in Control shall elect either to (a) purchase the other Party's interest 

at the established value or (b) sell its own interest to the other Party at the appraised value of 

its interest. The Parties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such other terms and conditions and take 

such other actions as shall be necessary to effect the sale or purchase contemplated hereby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특허분쟁



1. 고강도집속초음파(HIFU) 피부미용의료기기 특허분쟁



분쟁 대상 제품

특징 : 강하게 집적된 초음파 에너지(HIFU)를 이용한 장비로 피부 표면 아래

3~4.5mm 깊이(SMAS층)까지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당김이 이루어져 절개

하지 않고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장비입. 식약처에서 '눈썹리프팅' 으로 허가 받

음.

치료원리 :

- 장착된 모니터의 Imaging Control System을 보면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표면 아래 3~4.5mm 깊이에 맞추어 포커싱, fractional하게 전달하여 1mm보

다 작은 크기의 열 응고 부위(thermal damage)를 만듬.

- 만들어진 열 응고 부위에서는 60℃ 이상의 높은 열 반응이 일어나, 쳐져 있던

피부조직이 수축하여 피부가 당겨 올라가게 되는 원리.



분쟁 경과

(1) 2011. 3. 10. U사(G사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침해 경고장

(2) 이후 2012. 7. 19.까지 양 당사자 간의 답변서와 경고장 오감

(3) 2012. 7. 20. H사의 G사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

(4) 2012. 11. 16. U사의 H사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

(5) 2012. 12. 13. – 2012. 12. 18. U사가 H사의 4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제

기

(6) 이후 소송 및 심판의 진행과 함께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이 진행됨

(7) U사가 식약처에 민원제기 : H사의 다른 의료기기 제품이 심의받지 않거나 심

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문제

(8) 2013. 6. 28. H사가 제기한 G사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9) 2013. 7. 31. G사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10) 2013. 11. 25. U사와 G사의 대응으로 H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행정적 공격.

식약처의 처분사전통지.

처분원인: 의료기기 제조품목을 H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함,

처분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 제29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

항제14호,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

(11) 2013. 12. 11. 식약처의 처분통지, 처분사항: 의료기기 제조품목에 대하여 판

매업무정지 15일을 명함

(12) 2013. 12. 24. 화해성립, 심판취하, 소취하



G사의 특허기술

개요 :

음파 에너지 증착의 정확한 공간적 및 시간적 제어를 통해 다양한 형태,

크기, 및 깊이를 갖는 열적 병변들을 제어적으로 생성하는 기술에 근거

한 사람 피부 표층 조직의 제어된 열손상에 관한 치료 처리 방법 및 시

스템이 개시됨.

본 장치에는 처리대상영역에 대한, 처리 프로그램, 음파 에너지 제어 및/

또는 전송, 및/또는 처리조건의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어 시스

템과 프로브 시스템이 포함됨.



청구항 19.

조직 내 처리대상영역 내에 제어된 열손상을 전달하는 초음파 미용치료 시스템에 있어

서, 영상화 및 치료를 위해 구성되는 프로브 - 상기 프로브는, 조직 내 상기 처리대상

영역을 영상화하며 1 MHz 내지 40 MHz 사이의 주파수로 음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초음파 영상화 변환 소자, 조직 내 상기 처리대상영역을 치료하며 1

MHz 내지 40 MHz 사이의 주파수로 음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일 초음파 치료 변

환 소자, 및 인체 표층 조직의 표면으로부터 0 내지 30mm 사이의 일정한 깊이 내에

병변 크기, 모양 및 배향을 가진 복수의 열적 병변을 제어적으로 생성하는 상기 단일

초음파 치료 변환 소자의 자동 이동을 위해 구성된 자동 동작 메커니즘을 포함함 -;

상기 프로브와 통신하며, 상기 복수의 열적 병변을 생성하는 상기 프로브의 공간 및

시간 제어를 위해 구성된 제어 시스템; 및조직 내 상기 처리대상영역을 영상화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포함하는 초음파 미용치료 시스템.



H사의 분쟁대상 제품시장의 현황

- H사 : 기존 U사가 독점하던 시장을 잠식하여,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

음.

- U사 : 기존 독점 시장을 자사에게 빼앗기고 있음. H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C사는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서, H사와 U사 간의 소송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됨

- 특허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H사와 U사 간에는 막대한 비용 소모되고 C사에게

는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됨

- H사의 대응 : H사의 소송 비용을 최소화, U사의 소송 무력화, C사의 반사적 이익

최소화.

- H사의 U사의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 활용성 높은 특허를 선별하여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G사의 특허무효 심결 (2013. 6.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나타나는 효과 이상의 현

저한 효과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비교대상발명 : 비교대상발명 1은 1996. 5. 28. 공고된 미국 특허 ‘188에 게재된

‘초음파 치료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변환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

는 2001. 12. 4. 공고된 미국특허 ‘769에 게재된 ‘피부 치료를 위한 장치’에 관

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2003. 7. 22. 공고된 미국특허 ‘934에 게재된 ‘다

수의 병변을 포함하는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한 피부 재

생방법’에 관한 것임



화해 종결

결론 : H사에 유리한 상황에서 화해로 종결.

승패의 원인 :

- U사와 G사의 전선 확대

- 침해소송1건(2012. 11. 26. 제기 2013. 12. 24. 소취하)

- 무효심판 4건 제기(2012. 10. 31. 제기, 2013. 12. 24. 심판청구취하)

- 비용 부담 증가

- H사는 G사의 주요 특허 1건에 대해서만 무효심판 제기하여 집중.

- 상대 제기 무효심판에 대하여 선별 대응

- 2012. 7. 20. 제기 2013. 6. 28. 심결 받음

- H사의 G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로 유리한 지위 선점



 화해와 특허무효

- 화해계약 : 특허의 유무효에 관하여 다투던 당사자가 실시료를 지급하고 발명

을 실시하기로 화해계약 체결 -> 그 후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

- 민법 제733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

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특허의 유무효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 그 자체이므로 실시권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 불가 = 기지급 실시료 반환청구 및 장래

실시료 지급 거절 불가

❖ 화해계약 내용대로 당사자 의무 발생

참고: 특허분쟁 화해 + 특허무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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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 실시계약 대상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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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요지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

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

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

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

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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