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균등여부 판단 – 과제 동일 but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

지 않음 + 균등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

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



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상 차이점  

특허발명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

조실’ 

 

청구범위 제1항 중 구성요소 2, 3, 5는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

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 

 

확인대상발명 중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제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

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

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 

 



3. 균등여부 구체적 판단 

(1)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

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다. 

 

(2)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

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

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

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

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4) 구성변경의 자명성 여부 -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

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바

닥 배수관 장치를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

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