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상 오류에 대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일본 동경지재 2018. 10. 25. 선고 평성(와)제27980 판결  

 

 

 

1. 사안의 개요 

 

특허 출원인이 일본 국내출원 후 PCT 출원을 위해 명세서의 영문번역을 프로페이턴트 

주식회사라는 번역전문 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위 번역회사의 대표는 특허사무소 근무 

경력자이지만 변리사는 아니고 그 번역회사에서 변리사가 번역이나 검수를 담당하지 않

았습니다. 

 

대상은 전자 파일구조 등에 관한 발명이고, 미국 국내단계 심사과정에서 USPTO 심사관

이 영문 명세서의 번역상 하자를 “Grammatical and idiomatic errors”라고 지적하면서 거



절통지를 하였습니다. 대표적 오역으로는 원문 「一巡」을 「round robin」으로 번역한 것입

니다. 초안 번역자는 「一巡」을 「one-round」로 번역하였는데, 번역회사 내 검수과정에서 

「round robin」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출원은 순조롭게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되었으나 미국출원은 등록되지 못했습니

다. 이에 출원인이 번역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일본 동경지재 판결 요지  

 

일본법원은 특허명세서 번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계약(일본법상 용어: 請負契約)으로 

보고 (1)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인지 여부, (2) 채무이행이지만 번역문의 하자로 인한 하

자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 번역회사에서 의뢰받은 번역을 완료하여 그 영문번역문을 출원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번역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번역회사의 채무불이행은 없다고 보

았습니다. 



 

둘째, 완성하여 인도한 번역문에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일본법원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출원인은 

번역회사의 대표가 변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2) 변리사가 번역하거나 검

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뢰한 점, (3) 복잡한 기술내용, 번역분량과 번역비용 사이의 

균형(판결상 원문 – 밸런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4) 출원인 회사 내부에 인도출신 번

역 검수 전문가의 존재 및 자체 번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 (5) 특허명세서의 영

문번역의 문장 표현, 용어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출원인이 결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번역

사무소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문 번역상의 오역 등 하

자에 대해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는 아니지만, 특허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특허

명세서의 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번역전문회사에 대해, 번역오류에 관한 채무불이

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번역회사의 하자담보책임애 따른 손

해배상책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일본판결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심 

판결이므로 상급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자료로 해당 일본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첨부: 일본 동경지재 1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