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에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 Eagle Pharmaceuticals, Inc. v. Slayback Pharma LLC., No. 2019-1924
(Fed. Cir. May 8,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1)

쟁점

특허권자가 명세서에는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특허들이 에탄올을 명세서에서 기재했지만, 청구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권리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Doctrine of disclosure-dedication(“DDR”)이 에탄올과 “의약품에 적합한
용액” 특징에 관하여 특허권자의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 주장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사점

미국법에서 균등론은 청구항의 문언적 해석에만 특허권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사소한
변경 또는 내용의 대체를 통해 질 낮은 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례법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균등론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기술혁신을 위한 발명가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기에 예외사유들 역시 판례를 통해 개발되었고, DDR은 그러한
항변사유 중 하나이다. 대상 판결은 DDR의 적용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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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특허권자가 명세서에는 기재하였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 대상 특허들에서 에탄올이 명세서에는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권리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Doctrine of disclosure-dedication이 에탄올과
“의약품에 적합한 용액” 특징에 관하여 특허권자의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 주장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Eagle Pharmaceuticals

Inc.(이하 “Eagle”)는 Slayback Pharma LLC(이하

“Slayback”)이 균등론의 원칙(the doctrine of equivalents)하에 4개의 특허2)를 침해
했음을 주장하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agle의 침해 주장은
Slayback이 Eagle의 유명한 벤다무스틴 의약품 벨라프조®(BELRAPZO®)의 복제약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에 신약 신청(new drug application)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해당 약품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과 인돌렌트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indolent B-cell non-Hodgkin lymphoma)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상기 특허들은 동일한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모든 독립항들은
동일한 청구요건들(claim limitations)을 설명한다.3) Slayback은 자사의 복제약이
“의약품으로 적합한 액체(pharmaceutically acceptable fluid)” 요건을 제외하고 대상
청구항의 모든 요건들과 동일함을 인정하였다. Eagle은 Slayback의 제품이 “의약품
으로 적합한 액체” 요건을 균등론에 입각하여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agle은
Slayback

제품에서

에탄올(ethanol)이

청구항의

구성요소인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이하 “PG”)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 미국 9,265,831, 9,572,796, 9,572,797, 10,010,533 특허가 여기에 해당된다.
3) 관련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가 동의한 대상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A Non-aqueous liquid
composition comprising: bendamustine, or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 thereof;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fluid comprising a mixture of polyethylene glycol and
propylene glycol to propylene glycol in the pharmaceutically acceptable fluid is from
about 95:5 to about 50:50, and a stabilizing amount of an antioxidant” (Claim 1 of U.S.
Patent No. 9,57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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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일, Slayback은 법원에 변론에 근거한 특허 비침해의 판결(motion
for a judgment of non-infringement on the pleadings)4)을 청구하며, Eagle은
명세서에서 PG에 대한 대체 용제로서 에탄올을 기재했으나 청구항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disclosure-dedication doctrine(이하 “DDR”)5)에
따라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5월 9일, 연방지방법원은 Slayback의 청구를 승인하면서, 대상 특허들의
명세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에탄올을 PG의 대안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Eagle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항소심에서 Eagle은 대상 특허들이 안티옥시던트(antioxidant)를 포함하는 청구의
예시를 위한 PG의 대안으로 에탄올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DDR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Eagle은 대상 특허들이 벤다무스틴 공식들을 세 가지 뚜렷한 유형,
(1) 클로라이드 솔트 공식들(chloride salt formulations), (2) 안티옥시던트 공식들
(antioxidant formulations), (3) 디메칠 슬폭사이드 공식들(dimethyl sulfuxide
formulations)로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Eagle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자라면 상기 세
가지 유형은 별개의 성분들로 구성되고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agle은 명세서가 청구항에서 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클로라이드 솔트
공식들을 설명할 때에만 에탄올을 PG의 대안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범위
내의 안티옥시던트 공식들을 논의할 때 명세서는 결코 에탄올을 PG의 대안으로 설명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DDR은 명세서가 예시에서 포기된 권리 객체를 청구의
예시와 정확하게 맞추어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6) 대신, DDR은 오직
명세서(specification)가 “관련된 청구요건의 대안으로서” 권리로 주장되지 않는 것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였다.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특허들이 “의약품으로 적합한 용액으로”의 청구항 요건에서
에탄올을 PG의 대안으로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명세서는 반복적으로 에탄올을
의약품으로 적합한 대체 용액으로 특정함을 지적하였다. 특정 전형적인 예시들을 제외

4) 해당 사건의 결과가 법에 관한 법원에 해석에 좌우될 때,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 증거 제출 없이
당사자 변론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이다. (Fed. R. Civ. P. 12(c))
5) 특허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특허의 일부를 공개하였지만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공의 영역에 기부하고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6) Johnson & Johnston Assoc. v. R.E. Servs., 285 F.3d at 1052 (Fed. Cir. 2002)
7) Pfizer, Inc. v. Teva Pharm. USA, Inc., 429 F.3d 1364, 1378 (Fed. Ci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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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세서에서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에탄올의 반복적인 설명이 특정 조제 공식에
제한되거나 청구의 조제 공식에 포함됨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욱이 명세서는
에탄올을 “어떤 용액이 의약품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만족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설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특허들이 “의약품으로 적합한 용제”라는 청구요건
에서 PG의 대안으로 에탄올을 공개하였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영역에
에탄올을 포기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agle의 나머지 주장들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고,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법상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은 “특허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제품 또는 방법이 특허 발명의 청구요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8)는 판례법의 원칙이다. 동 원칙은 “비양심적인 모방꾼이 기존 특허에
중요하지 않은 변화 또는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범위를 벗어나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9)”을 막는다. 특허청구항은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판단을 청구항의 문언에만 한정한다면,
침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특허 발명에 사소한 변형을 가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구성요소를 다른 것과 치환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균등론은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보호 및 그로 인한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판례를 통해 발전해왔다.10)
그러나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벗어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은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후속 발명자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균등론 적용의 예외사항들 또한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왔다.11)
Doctrine of disclosure-dedication은 앞서 언급한 균등론 적용의 예외사유들 중
하나이다. DDR은 “특허 출원인이 특허의 일부를 공개하였지만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대중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는 원칙이다.12)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 당시 넓게 작성될 수 있었던 청구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게 작성하여 특허상표청의 심사를 용이하게 통과한 후, 추후 권리
행사 단계에서 명세서에 균등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8)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 Co., 520 U.S. 17, 21, 29 (1997)
9)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s. Co., 339 U.S. 605, 607 (1950)
10)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미국)”,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09, 115 페이지
11) Id. at 116.
12) Johnson & Johnston Assoc. v. R.E. Servs., 285 F.3d 1046, 1054 (Fed. Cir. 2002) (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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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13)
Eagle은 DDR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Pfizer 판결14)을 인용하며, 동 법원이 명세서
에서 특허권자가 공개한 대체재가 청구항의 “당류(saccharide)”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을 주장했다. Eagle은 본 건에서 클로라이드 솔트 유형의 공식들
역시 청구의 안티옥시던트 공식들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동종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에탄올이 청구의 발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Eagl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fizer 사건에서,
쟁점이었던 청구요건은 특수한 목적, “가수분해(hydrolysis)를 억제하기 위한 당류
(saccharide)의 적정 분량15)”을 설명했고, 대체재로 언급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
로우스(microcrystalline cellulose)는 가수분해와 관계없이 명세서에서 공개되었다고
판시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건에서 쟁점의 청구요건이 오직 하나의 목적, 의약품
으로 적합한 용액“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명세서는 에탄올을 반복적·명시적으로
그러한 목적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Pfizer 판례와 차별화된다고 하였다.
대상 판결은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의 항변사유 중 하나인 DDR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신 판례로서 향후 특허 출원인 및 소송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미국)”,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09, 121-122 페이지
14) Pfizer Inc. v. Teva Pharm. USA, Inc., 429 F.3d 1379 (Fed. Cir. 2005)
15) Id. at 1373,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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