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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명세서의 구조 및 형식

5극의 명세서의 구조 및 형식은 대동소이하며, 5극의 명세서의 구조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1)
KIPO

JPO

EPO

【명세서】

【명세서】

【Description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Technical field to which

【기술분야】

【기술분야】

invention relates】

【배경기술】

【배경기술】

【Indication of the background

【발명의 내용】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art】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Specific documents reflecting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background art】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Technical problem to be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형태】

solved】

【실시예】

【Disclosure of invention】

【산업상 이용가능성】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특허청구범위】

【도면의 간단한 설명】

【Description of at least one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way of carrying out the

【도면】

【도면】

invention】
【Claims】
【Drawings】

USPTO
(A) Title of the Invention
(B) 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s
(C) Statement Regarding Federally Sponsored
Research of Development
(D) Background of the Invention
(1) Field of the Invention
(2) Description of Related Art
(E)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
(F) Brief Description of the Several Views of

SIPO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영역]
[배경기술]
[발명내용]
[첨부된 도면의 설명]
[구체실시방식]
[도면]
[권리요구서]

PCT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기술적 해결방법】
【유리한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the Drawing

【발명의 실시를 위한

(G) Detail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최선의 형태】

(H) Claims

【발명의 실시를 위한

(I) Abstract of the Disclosure

형태】

(J) Drawings

【산업상 이용가능성】

(K) Sequence Listing(If on Paper)

【서열목록 프리텍스트】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1) 3극 특허청은 이미 통일된 명세서 양식을 사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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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기술분야, 산업상 이용분야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심사
지침서 4110-3)

(2)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로서 청구항에 관한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적어도 한 가지 기재한다. 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속
하는 기술 분야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종래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 발상에 기초하여 개발된 발명과 같이
기존의 기술 분야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의해 개척
된 새로운 기술 분야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기존의 기술 분야에 대한 기재는 필요
없다. (심사기준：I－1 3.3.2)

(3) EPO
EPC 규칙 42(1)(a)의 규정에 따른 기술분야(이 경우 산업상 이용분야와
동의어로 해석된다)에 대한 일반적인 기재가 필요하며, 하나의 실제적인 효과는 독
자에게 더 읽어 나갈 가치가 있는지를 가능한 한 간단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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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한 기재. 이 기재는 적용 가능한 미국 특허분
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기재는 청구된 발명의 주제에 관한 것이어
야 한다.

(5) SIPO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분야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고안이 속하거
나 직접 이용된 구체적인 기술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위 또는 근접한 기술분
야가 아니며 또한 발명 또는 고안 그 자체도 아니다. 그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보통
IPC에서 발명 또는 고안의 가장 세부적인 위치와 관련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2)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중 “기술분야” 기재와 관련하여, KIPO는 단순히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
고 제시할 뿐 기술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JPO는 기술분야 기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개척 발명에 대
한 기술분야 기재 방식을 제시한다. USPTO와 SIPO는 기술분야 기재시 기술분류
(IPC, USC) 등을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술분야”의 기재는 필수적임이 5극 심사지침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기술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한, 기술분야
기재의 예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 JPO 등 4극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 제 언
기술분야의 기재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와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각국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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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IPO의 지침은 기술분야의 기재에 대한 선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
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재의 예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심사지침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1) 기술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당
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기술분야의 기
재가 없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발명이 종래의 기술분야와는 다른 신규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새로 개척한 신규한 기술분야만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관련된 종전의 기술분야를 기
재할 필요는 없다.
(3) 기술분야의 기재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특허분류(IPC)의 정의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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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기술, 배경기술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2)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과 관련된 문헌에 의해 공지된 것 중 특허
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특허 출원시에 알고 있는 그 문헌 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
물의 명칭 그 외의 그 문헌 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하여야 하며(특허
법 제36조 제4항 제2호), 출원 당초에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 문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취지를 이유를 붙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EPO
관련 선행기술은 평가되어야 하며 서지사항이 주어져야 한다. 각각의 주석
을 수반하지 않고 문헌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선행기술을 식별하
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서지사항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충분
하지 않다.

(4) USPTO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선행기술 및/또는 배경기술은 MPEP 608.01
(c)(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명의 배경이라는 제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608.01(c) 발명의 배경
(2) 37 CFR 1.97 및 1.98에 근거하여 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기술
에 대한 설명： 특정 선행기술이나 적절한 경우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하며, 선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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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상태 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그 외의 정보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하나 또
는 복수의) 패러그래프.
또한 해당되는 경우 발명의 배경에는 출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선행
기술 또는 그 외의 정보에 포함된 과제가 기재되어야 한다.

(5) SIPO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배경기술 부분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들 배경기술이 나타난 서류를 인용하여야 한다. 특히, 발명 또는 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독립항의 전제부 기재된 기술특징을 포함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한
다. 즉,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한
다. 특허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문헌의 국별, 공개번호, 공개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검토 및 고찰
배경기술의 기재에 대한 KIPO의 태도는 다른 4극의 태도와는 달리 강제적
이지 않은 느낌을 준다. 배경기술의 기재는 특허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기재한 발
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적절한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발명의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배경기술을 기재함에 있어서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할
의무를 지는가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좀 더 엄격한 의무를 출원인에게
부과한다.

<참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선행기술 제시 의무
미국은 특허출원 명세서에 선행기술기재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기재누락은 특허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양심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
는 선행기술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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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허획득 과정에서 출원인은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종래기술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당한 형태로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 예컨대, 출원발명에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
을 숨기고, 출원인에게 유리한 종래기술만을 기재하는 것은 fraud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출원에 있어서는 fraud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을 정확하게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모두 기재하는 대신에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형태로 출원인 등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도록 강제한다.

한편, 일본특허법 제36조제4항제2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있어서, 그 발명
에 관련된 문헌공지발명 중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특허출원할 때에 알고 있는 문
헌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밖의 그 문헌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심사관이 특허출원이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
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일
정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일본 특허법 제48조의7)2). 또한 심사
관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특허출원이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
는 의견서 제출에 의해서도 제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일본 특허법 제49조제5호).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인에게 선행기술 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출원인이 발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을 알고 있음에도 이
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출원인에게 미국의 경우처
럼 강제적인 선행기술 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
리나라의 경우 출원인에게 선행기술제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심사지침에서의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침에서는 선언적이나마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
2)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의 경우이다.
a)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b)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그 이유는 기재되어 있으나 출원발명에 관련한 문헌 공
지 발명을 출원시에 출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때,
c)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종래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종래 기술에 관련된 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d)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에 관련이 없는 선행기술 문헌정보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명에 관련있
는 문헌 공지 발명을 출원시에 출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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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을 충분히 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제언
선행기술 개시의무를 채용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기술
개시의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허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선행기술 개시의무를 도입하게 되면 출원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행기술개시제도를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의 심사지
침의 태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의 KIPO 심사지침은 선행기술 개시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
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이 때 종래기술의 문헌정보와 더불어 발
명과 관련되는 부분을 적시하고 그 내용의 요약을 함께 기재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라. 관련 판례

(1) 미국
□ 730 F.2d 1452, 1463, 221 USPQ 481, 489 (Fed. Cir. 1984)

【판결요지】
문제는 당업자가 당해 청구항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공개내용이 충분한지 여부이며 따라서 명세서는 당해 기술분야의 공지기술을 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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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ntech, Inc.

v.

Novo Nordisk A/S, 108 F.3d 1361, 1366 (Fed. Cir. 1997)

【판결요지】
제넨텍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명세서는 공지기술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이며 자주 반복되어 온 설명은 단지 보충적 규칙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적 요
건인 실시가능한 공개의 대체물은 될 수 없다. 결국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
항이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명세서가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출발물질 혹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어떠한 공개도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실험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실시가능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흠결은 당해 방법에 관한 전체 개시사항이 소위 당업자의 통상의 기량의 범위
내인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충분한 실시가능성을 구성하기 위해 발명의
신규한 측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명세서이지 당업자의 지식이 아니다.

□ In re Howarth(654 F.2d 103, 106, 210 USPQ 689, 692 (CCPA 1981)
【판결요지】
출원의 개시사항에는 용어나 도면에 의해 명확히 설명된 사항뿐만 아니라, 소위 당업자이면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정착된 접근방식이다. Webster Loom Co.
v.

Higgins et al. 사건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출원인은「자신의 발명의 출발점을 기재의

개시점으로 하여도 되고, 자신이 만들어 낸 새로운 것과 당해 새로운 것이 종래의 것을 대
신하도록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잘 알려진 사항은 마치 그것이
특허출원의 문헌 중에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으로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으
로 된다.」

□ Kingsdown Medical Consultants v. Hollister, Inc., 863 F.2d 867（Fed. Cir. 1988)
【판결요지】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란 특허성에관한 정보를 특허청을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그 출원절차 중에서 특허청에 대해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Molins PLC v. Textron, Inc., 48 F.3d 1172, 1178, 33 USPQ2d 1823, 1826 (Fed.
Cir. 1995)
【판결요지】
출원인은 출원절차를 행할 때에 특허상표청에 대해 청렴하고 선의적이며 정직한 의무(duty
of candor, good faith and honesty)를 진다.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는 기만의
의도를 가지고 주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허위진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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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틀리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고 또는 원고에 상
관없이 침해자는 그 정보가 중요하며, 그 행위에 기만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2) 유럽
□ T 11/82
【심결요지】
배경기술이라는 표현은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 선행기술(Prior Art)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EPC 시행령 제27조제1항c호는 출원인이 출원 당시 알고 있는 배경기술을 관련된 문헌의
서지적 사항과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가능한한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 T 51/87
【심결요지】
만일 특정 자료의 기술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의 일부이고 또한 출원발명과 가장 유
사한 선행기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러한 내용을 출원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추가로 삽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출원 후 발
명 내용의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EPC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T 6/84, T267/91
【심결요지】
출원서에 인용된 참조문헌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로 인용할 수 있고, 인용된 참조문헌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참조문헌도 상세한 설명의 기재
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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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2) JPO
출원명세서에는 청구된 발명에 의해 해결하려는 적어도 하나의 기술적 과제
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로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발명이 해결하려
고 하는 과제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종래의 기술이나 발명의 유리한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
여 당업자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기재
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기술상식에 속하는 종래 기술로부터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종래 기술과 완전히 다른 신규 발상에 근거하여 개발된 발명 또는 시
행착오의 결과인 발견에 근거한 발명(예: 화학물질) 등과 같이 원래 해결하려고 하
는 과제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심사기준 I－1 3.3.2(1)②)

(3) EPO
출원인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
출원인은 이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또는 그 과제가 발명의 단순한 개시로부터 추정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과제는 명확하게 설정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과제 또는「목적」(즉, 목표)에 대한 장황한 나열은 필요하
지 않으며, 또한 특히 어떤 것이 주된 과제로 간주될 것인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인식된 과제는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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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적으로 기재되는 과제는 출원시의 명세서 내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
123조(2)).

(4) USPTO
적절한 경우 선행기술에 포함된 과제 또는 출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그 외의 정보가 발명의 배경에 표시되어야 하며, 출원인이 과제해결의 관점에서 명
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출원인이 선행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할 것조차 요구
되지 않는다.

(5) SIPO
발명 또는 고안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는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
결하고자 하는 선행기술에 존재하는 기술과제를 가리킨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기재된 기술방안은 이러한 기술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는 아래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i) 선행기술에 존재하는 결함 및 결점을 지적한다.
(ii) 직접적이고 가능한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발
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나타내어야 하며, 그 기술효과
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다.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술과제를 묘사하는데 있어 광고식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과제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5극의 심사지침이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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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IPO의 경우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JPO와 EPO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다(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추정되는 경우, 원래 해
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상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더불어 EPO와 USPTO의 경
우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기재가 의무적이지 않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

KIPO 외의 4극 심사지침을 고려할 때, 우리 심사지침에 있어서 발명이 해
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기재에 대한 보충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KIPO 심사지침(현행 특허법 제42조제3항으로 개정하기 전에 따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근거로)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의 유형 중 “발명의 목적의 기재불비”에 해
당하는 경우의 예로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발명이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과 관련된 종래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개척발명의 경우나, 다른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발명의 과제가 유추되는 경우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의 기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심
사지침에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 제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부터 파악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래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척발명인 경우, 시행착오
의 결과 우연하게 발명을 하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의 기재는 불가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심사지침서의 내용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의 기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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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USPTO의 경우와 같이 “출원인이 발명이 해결하
고자 하는 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의무는 없다.”고 제시하는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바, 현행 KIPO의 심사지침을 보완하는 정도에
서 그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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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개시(과제해결수단) - 실시가능 요건

4-a.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설명의 양(기능적 기재 및 구조적 기재)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구성에는 구성 그 자체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기능에 관해서도 기
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기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구성
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경우(예 : 컴퓨터 분야)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에는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어
떻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을 기재하여야 한
다. (심사지침서 4113)

(2) JPO
「물건의 발명」인 경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물건의 결합이나
물건의 구조의 표현 형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기능 등의 여러 표현 형식
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면 물건이 가지는 기능, 작용, 성질, 특성 등(이하에서는 “기능
또는 특성 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그 물건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기술
분야에서는 청구항이 기능이나 특성 등에 의해 그 물건을 특정한 결과 발명의 범위
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예：화학물질 발명)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심
사기준 I－1 2.2.2)

(3) EPO
기재요건이 충분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의 기능을 곧바로 알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은 그 구조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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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기술 분야(예를 들면 컴퓨터)에서는 기능의 명료한 설명은 구
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 적절할 수 있다. 발명이 어떤 과제인지를 이해한다는
점에 존재하지 않고 과제가 제시되면 해결책이 자명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제시하

는 상세한 사항에 대한 기재는 최소한이어도 된다(가이드라인 C-IV, 11.6 및 CII,
4.5 내지 4.6).

(4) USPTO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기능 및 구조 모든 관점에서 발명을 설명한다. 발명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한 USPTO가 다른 한쪽의 진술을 또 다른 한쪽의 진술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

35 U.S.C. 112는 구조 개시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SIPO
통상 물건 청구항은 가급적 기능이나 효과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특징이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서는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능이나 효과특징을 사용
하여 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규정된 실험이나 조작
또는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 수단을 통하여 그 기능이나 효과를 직접적이고 확실하
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능이나 효과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정하는 것
을 허용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1)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발명의 구조를 기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
요시 기능, 작용, 성질, 특성 등으로 발명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은 5극의
공통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발명 등과 같은 특수한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기능을 명확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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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KIPO와 EPO와 공통된 지침을 제시
한다. 한편, JPO는 화학물질발명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 물건이 가지는 기능, 작용,
성질, 특성 등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면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을 제시
한다.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발명의 구성을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원
칙이고 필요시 기능이나 작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 관해서는 5극의 심사지침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 3362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
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
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판결요지】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
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
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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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 참조) 명세서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가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상적인 시험을 거친다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 기
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159 판결, 1999. 12. 10. 선
고 97후2675 판결 각 참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판결요지】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
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
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1999. 9. 30 선고 99허3177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청구항
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는 특허출원서의 기재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발명을 공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은 반드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평균적 기술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은 당업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해하여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
다는 것을 특허를 받기 위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이 화학분야에 관한 발명의 출원명세서에 특별히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함
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화학분야의 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
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효
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특정의 출발물질, 온도,
압력,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공정하에서 직
접 실시한 결과인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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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지재고판 평18.10.4 평성17년(행케)제10579호
【판결요지】
이 규정은 당업자(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청구항의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예를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 지를 발견하기 위해
당업자가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시행착오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동경고판 평13.7.16 평성12년(행케)제66호
【판결요지】
본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발명의 구성요건인 수치에 대하여 그 실험적 배경 내지 이론적
근거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특허법 제26조 제4항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지재고판 평19.9.26 평성18년(행케)제10044호
【판결요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가능
용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지재고판 평19.7.19 2006년(행케)제10487호

【판결요지】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의 실시란 그 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물의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가능 요건
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 지재고판 평18.2.16 2005년(행케)제10205호
【판결요지】
피고는 본원 명세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실제로 락튜로스 무수 화합물을 종정으로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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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라츄로스 3수화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추가 실험으로부터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본원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도 본원 명세서의 기
재로부터 당업자가 종정으로서 락츄로스 무수 화합물을 사용하여 락츄로스 3수화물을 제조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추가 실험결과를 본원 명세
서의 기재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참작할 수는 없다.

(3) 유럽
□ T 171/84, T 32/84
【심결요지】
상세한 설명에 오류가 있을 때 그 기재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신의 기술상식(common general knowledge) 및 상세한 설명을 읽은 후에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정정할 수 있다면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충분하다.

□ T 219/85
【심결요지】
출원서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읽고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내용을 이
용할 필요가 없고 실시자의 창작능력이 필요 없을 경우에만 기재의 충분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만약, 출원인이 다른 사람이 발명을 쉽게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출원서에 제조
공정의 세부사항을 누락하였고 누락된 정보가「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상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 기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T 409/91
【심결요지】
기술상식 및 출원서를 통하여「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알게 된 적절한 변형요소
(variants)가 존재하고, 이 건 출원서에서 기능적으로 정의된 구성요소들 중 특정 변형요소
(variants)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기재의 충분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에도「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범위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T 409/91
【심결요지】
출원서는 과도한 부담없이 재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출원서의 기재가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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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하여 비록 미개척분야이거나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착오가 허용가능 하기는 하나「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최초 실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반드시 곧바로 성공할 수 있는 적
절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T 32/85
【심결요지】
과도한 부담이란「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수많은 변수들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알기 위한 방법이 오직 시행착오만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과도
한 부담이라 할 것이다.

(4) 미국
□ In re Cortright, 49 USPQ 2d 1464, 1466-69 (Fed. Cir. 1999)
【판결요지】
본원 발명이 작동하는 방법과 이유를 발명자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혹은 이들을 발명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 등은 특허요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생리적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관찰의 근거가 되는 기반을 예측할 수 없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본질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Cortright가 그 결과로서 생긴 머리성장의
원인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도록 심판부가 시사한 것은 잘못이다.

□ In re Wright 27, USPQ2d 1510, 1513 (Fed. Cir. 1993)
【판결요지】
특허법 제112조의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청구항을 거절할 때 특허상표청은 왜
당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는 실시가능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첫 번째 입증책임을 진다. 이에는 당
연한 것이며 실시가능한 범위에 걸쳐 명세서 중의 단언적인 기재를 의심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In re Gaubert, 524 F.2d 1222, 187 USPQ 664 (CCPA 1975)
특허상표청은 동작 가능성을 단순히 의문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소위 당업자이면
동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객관적 진실성을 어떻게 하여 의심하였는지에 대한 사
실적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 자명한 동시에 합
리적인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복수인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은 대체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는 동작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데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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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In re Gaubert, 524 F.2d 1222, 187 USPQ 664 (CCPA 1975)
【판결요지】
특허상표청은 동작 가능성을 단순히 의문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소위 당업자이면
동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객관적 진실성을 어떻게 하여 의심하였는지에 대한 사
실적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 자명한 동시에 합
리적인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복수인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은 대체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는 동작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데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 Staehelin v. Secher, 24 USPQ2d 1513 (BPAI 1992).
【판결요지】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1단락이 객관적 실시 가능성이상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판결에서 일관되게 판시되어 왔다.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출원은 그 기술
분야에서 공지의 사항을 교시할 필요는 없고, 생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러한 교시 사항이 예시의 도면에 의해 설명되든 전문 용어에 의한 광범위한 기재에 의해 설
명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청구항에 대응되는 범위를 가지는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 발명
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교시하는 명세서는 실시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존하는
명시적인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허법 제112조 제1단락의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In re Naquin, 398 F.2d 863, 158 USPQ 317 (CCPA 1968)
【판결요지】
명세서가 발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장 관련성 있는 기술분야에서의 당업자가 그것
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사항에 의해서 만이다. 어떤 발명이 다른 관점
에서는 다른 기술에 관한 것인 경우 각 기술분야의 정통한 자, 즉 가능한 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는 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측면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명세서이면 족하다.

□ United States v.

Telectronics, Inc., 857 F.2d 778, 785, 8 USPQ2d 1217, 1223

(Fed. Cir. 1988)
【판결요지】
실시가능성의 테스트란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합리적으로 특

28
-

허에 개시된 정보와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부당한 실험을 행하지 않
고 당해 발명을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In re Wands, 858 F.2d 731, 737, 8 USPQ2d 1400, 1404 (Fed. Cir. 1988)
【판결요지】
따라서 법 규정은 “과도한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용어는 당해 기
술분야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과도한 실험을 행하지 않고도 청구항의 발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CFMT Inc. v. Yieldup Int'l Corp., 349 F.3d 1333, 1338 (Fed. Cir. 2003)
【판결요지】
특허법 제112조 제1단락이 요구하는 실시가능 요건이란 당업자가 발명을 제조가능하게 혹
은 사용가능하게 되는 수준으로 명세서에 당해 발명에 대한 개시가 있는지 여부이다. 실시
가능 요건의 목적은 당해 발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개시를 제공하
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112조 제1단락을 충족하기 위해 당업자가 상업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Liebel v. Medrad 358 F.3d 898 (Fed. Cir. 2007)
【판결요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명세서에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해 뒷받침되지 않은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 명
세서의 개시를 참작하여 타당한 노력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바꾸어 말하면 상당수의 실
험을 반복하지 않으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에는 당해 청구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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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준이 되는 당업자

가. 당업자의 정의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당해 기
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지침서 4110-1)

(나) JPO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문헌 해석, 실
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상의 창

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심사기준 I－13 2(1))

(다) EPO
당업자는 기준일에 당해 기술에 대해 공통의 일반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통상의 실행자로 추정된다. 당업자는 또한「기술 수준」에 있는 모
든, 특히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상의 작업 및 실험에 관
한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과제
가 당업자로 하여금 다른 분야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경우 그 기술분야
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과제를 해결할 자격을 가지는 자이다.

(라)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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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에 대한 절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판례법은 이 인
물은 특정 기술에 관해 통상의 또는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는 인물로

기술하고 있

다. 이 인물은 통상의 능력을 넘는 능력을 가지는 자 혹은 당해 분야의 천재는 아
니며, 또한 통상의 능력을 가지는 자의 팀 등 1명을 넘지 않는다. 이 인물의 지식
및 능력은 기술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다. 따라서 실시 가능한 개시는 발명에 대
한 모든 상세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며 이해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마) SIPO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가상적인 ‘자’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모든
보통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술과제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을 찾도록 요구하
는 경우에는 그는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의 관련 선행
기술, 일반기술지식 및 일반적인 실험수단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 2.4)

(2) 검토 및 고찰
당업자에 대하여 KIPO는 상기 한국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로 정의한다.
EPO, USPTO 및 SIPO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에 있어서의 “당업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당업자의 범위를 특정 기술분야에 한정하지 않
고 관련 기술분야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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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당업자를 객관화시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발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다음에 기술되는 통상의 지식을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당업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발명
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에 있어서 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당업자의 정의를 세분
화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개별적인 당업자
의 예시를 하는 것은 실제상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판례에서 언급하는 정
도의 당업자의 정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등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나) 일본
□ 동경고재 소화 37년 5월 29일, 취소집(소화 37년)
【판결요지】
본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여파기의 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널리 이들 원격
측정, 원격제어 등에 관한 일반전기통신분야의 통상의 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자들이 본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보고 용이하게 본원이 의도하는 여파기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
지 않으면 완전한 발명의 공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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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보성의 경우와 같은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29조 2항에 규정된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이다. 당업자
란 출원전의 당해 기술분야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
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과
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분야
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
다. 여기서「기술수준 이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 이외에 당
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
의 수준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404)

(나) JPO
제29조 제2항의 당업자는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가지며 연구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재료의 선
택이나 설계 변경 등의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편 본원 발명이 속하
는 기술 분야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주 2)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당업자는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보다

복수의 기술 분야로부

터의「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심사기준 II
－2 2.2(2))

(다) EPO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평가하는 경우 당업자는 기술 수준에서의 관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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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명세서의 충분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와 동일한 인물은 명세서 자체에 흠결되어 있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일
반적 지식은 명세서에서의 갭을 충족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라) USPTO
35 U.S.C. 103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35 U.S.C. 112에서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의 어떠한 숙련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 2개의 섹션에서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USPTO
의 실무에서는 그 속성이 제103조 규정에 따라 생기는지 아니면 제112조 규정에
따라 생기는지에 따라 당해 기술 분야의 인물에 귀속되는 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다.

(마) SIPO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의 지식 및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
는데, 하나의 가상적인 ‘자’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모든 보통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
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의 관련 선행기술, 일반기술지식 및 일
반적인 실험수단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 2.4)

(2) 관련 논의

(가) 정차호, 당업자와 특허심사관과의 관계, 지식재산21, 특허청 (2006. 1)

5.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에서의 당업자의 수준 비교

34
-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 판단을 위한 당업자의 수준과 특허법 제
4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당업자 수준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지, 또는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두 상반
된 견해를 살펴본다.

<이원설>
진보성 판단을 위한 당업자와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당업자의 수
준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해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
해서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당업자의 수준은 진보성 판단을 위한 당업자의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1) 두 경우의 당업자를 다르게 보아
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2) 미국 법원이 두 경우에 있어서의 당업자 수준 판단
기준을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 (3) 두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가 한 사람임을 감안하
면, 한 사람이 내면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4) 당업자에 대한 하나의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기가 어려운 판에, 두 다른 기
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
이 있다.

<일원설>
진보성 판단을 위한 당업자와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당업자의 수
준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첫째의 주장은 두 당업
자의 개념은 같으나, 다만 발명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수적 범위의 광협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서, 창작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진보성 규정에서는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
중 1인이라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면 비록 그 기술 분야의 다른 당업자에게는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인되지만, 기술문헌 등으로
활용되는 발명의 명세서란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기술 분야의 모든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술 분야의 당업자 중 1인이라도 용이
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재는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업
자는 복수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1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상의
당업자의 수준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기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 주장은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당연히 종래기술을 뛰어 넘는 최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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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명세서 역시 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
을 다루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관한 지
식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라면 아무리 명세서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전제를 바탕
으로 진보성 판단의 당업자와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의 당업자는 같은 기술수준
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가 종래기술에 관한 지식 전부
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상정하는 경우 명세서에서의 설
명이 덜 충분하거나 덜 명확하여도 당업자가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
로 이해도가 낮은 명세서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특허의 기술정보적 기능을
저하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당업자의 수준은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와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하는 경우 모두 같아야 하지만, 다만 그 판단을 위하
여 참고하는 선행기술의 유무라는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진보성 판단의 경우 당
업자가 모든 선행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모든 선행기술을 다
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선행기술 중 가장 강력한 것 몇 개를 선정하여
당업자의 수준에서 그 선정된 선행기술과 해당 발명의 차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선행기술을 참고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정보만을 기초로 당업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판단
하는 것이다. 결국, 당업자의 수준은 두 경우 동일하고 선행기술 참고 여부만 다를 뿐이
다. 이렇게 보는 것이 (1) 현행 심사, 심판, 재판 실무와도 일치하고, (2) 현장 기술자가
당해 특허명세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행기술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과 부합하고, (3) 선행기술을 참고하지 않은 당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기재가 더욱 자상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특허의 기술정보로서의 기능
이 제고되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나) 박길채,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6. 1)
또한, 당업자의 수준 상정은 진보성은 물론 명세서 기재불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업자 수준을 너무 높게 상정하게 되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명세서
기재상의 흠결은 쉽게 간과될 수 있게 된다. 반면 당업자 수준을 낮게 상정하게 되면, 진
보성이 쉽게 인정되는 반면, 명세서상의 사소한 흠결로 인해서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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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따라서 진보성의 판단시의 당업자와 기재불비 판단시의 당업자는 동일한 수준
에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은 자국의 산업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현재 선진국은 진보성 판단시의 당업자 수준이 기재불비 판단시보다 다소 낮게 보는 경향
이 있는 것 같다.

(다) 吉藤辛朔, 특허법개설(제13판), 유미특허법인 역, 대광서림, 305면
당업자의 범위 : 소위 당업자는 이미 설명한 발명의 진보성 규정상의 당업자와 그
범위를 달리한다. 즉, 진보성의 규정에서도 「당업자가 용이하게」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
세서의 기재정도에 대한 기준과 표현상 동일하지만, 당업자의 범위에 현저한 광협이 있다.
명세서의 기재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전부문의 당업자에게
쉬워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1부문의 당업자에게는 쉬워도 타부문의 당업자에게 쉽지 않
을 때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 진보성에 있어서는 전부문의 당업
자에게 쉬울 필요는 없는(1부문의 당업자에게 쉽지 않아도 타부문의 당업자에게 쉬울 때
는 쉬운 것이 된다) 것이다.

(3) 관련 판례

□ T 60/89

【심결요지】
진보성을 판단하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기재의 충분성을 판단하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지식수준은 동일하다.

(4) 검토 및 고찰
진보성 판단시의 당업자는 특별한 경우 팀단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인으로 판단한다. 이에 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관련한 당
업자는 특정한 1인이 아니라 당해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므로 진보성 판단시 당업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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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는 소위 권리서로서의 역할과,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 특히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높다. 출원공개를 통
해 공개되는 명세서는 기술문헌으로서 일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기술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의 당업자는 진보성의 경
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관련한 ‘당업자’는 진보성
판단시의 당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기술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KIPO의 심사지침 및 판례에서는 제42조제3항의 당업자에 대
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로만 제
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당업자의 정의만으로는 진보
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석상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명세서 기재와 관련된 “당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
안한다.

“당업자란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
술자를 의미하며, 당해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속하는 상위 개념의 기술분야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이란 출원 당시 용이하게 입수
할 수 있는 기술문헌과 상식을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발명
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창작능력을 보유하지는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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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 가능성의 결정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사용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
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 가능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그 발명』은 해당 출원발명이 해결하
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발명의 실시에 관한 것이라
고 본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
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
지 않은 것이다. (심사지침서 4110-1)

주）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
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주지기술이란 그 기
술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
는 기술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319)

(나)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
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심사기준 I－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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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기술적 이론, 경험
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 상식에는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것인 한 실험

분석, 제조방법 등이 포함된다.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것인지는 그 기술을 기재한 문헌의 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당업자의 주목 정도도 고려하여 판단된다. (심사기준 I－1 2.2.2(3))

(다) EPO
실시가능요건은 당업자가 명세서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행하
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인물은 명세서 자체에 흠결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
세서에서의 갭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공통의 일반 지식에 의존할 수 있다.「공통의
일반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본 핸드북, 연구논문 및 교과서에 포함된 정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예외로서 당해 발명이 관련 기술 지식이 아직 교과서로부터 이용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연구 분야에 존재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 또는 과학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라) USPTO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시점에서 당업
자가 곧바로 이용 가능하며 당해 인물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관련 선행기술(또는 진보성의 목적)은 그것을 포기, 삭제 또는 취소하지 않
은 미국의 다른 자에 의해 발명된 주제를 포함하며(35 U.S.C. 102(e)/ 103)), 반
면에 그 발명에 대해 일반공중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선행기술은 실시가
능 요건 목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2) 검토 및 고찰
당업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출원된 발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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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기술상식과 관련하여, KIPO와 JPO는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
나 경험칙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한다. EPO는 기술상식과 동일한 개
념으로 ‘공통의 일반 지식’이라고 표현하며 기본 핸드북, 연구논문, 교과서 등에 포
함된 정보를 예시한다. USPTO는 다른 자에 의해 발명된 주제도 포함하여(단, 그
발명에 대하여 일반공중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명세서를 이해하는 기
준으로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유럽의 심결례와 영국의 판례에 있어서는 교과서나 핸드북
등에 제시된 기술은 당업자의 통상의 지식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나 특허명
세서나 과학논문의 경우에는 통상의 지식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질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제3항)에 대하여
출원인이 관련 교과서나 관련 특허공보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즉, 출원인이
출원전에 입수할 수 있는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
터 당해 발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의
지식의 범주를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넘어서 당업자가 관련 자료에 대
한 서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의 기재 요건을 너무 완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선행기술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재된 바에 따라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당업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실
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
될 수 있는 선행기술은 그 기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일반적으로 대학 학부 과
정에서 습득될 수 있는 정보(대학교재, 핸드북등과 같은)로 한정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한편, 특수한 경우, 예컨대 표준관련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표준화기
구에서 정해진 표준도 선행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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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KIPO는 기술상식으로서 주지기술과 관용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
지기술과 관용기술의 정의만으로는 기술상식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어렵다. 그
렇다고 하여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의 범주를 모두 열거하기에는 부담이 따
른다.

현재의 지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EPO의 태도와 같이 대학교재, 기술 핸
드북 등을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논문은 일반적으로는
기술상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
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
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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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1999. 11. 25. 99허1416 판결
【판결요지】
“특정의 기술수단이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재의 누락이 있다하여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그 누락된 기술사항이 그 기
술분야의 초보자나 통상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에 개시되어 있을 정도로 당업계에서는
주지․관용되어 있는 것일 것, (2) 그 누락된 기술수단이 그 발명의 특징에서 벗어나는 사항이어
야 한다.

(나) 유럽
□ T 206/83
【심결요지】
일반적으로 통상의 지식이란 그 주제에 대한 기본 교과서나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
을 얻기 위해 기본 교과서나 핸드북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기본적인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책들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알려주거나 또는 적어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금도 의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특허명세서는 통상의 지식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지식 이상의 필요
한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는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비록 특정 선행 특허기술
이 화학 초록(Chemical Abstract)에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이 기술은 통상의 지식의 일부라
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화학 초록은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선행기술을 기재하
고 있어서 이 내용을 모두 통상의 지식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들은 너무 많은 양의 지식이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들을 모두 서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
이다. (광범위한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통상의 지식의 일부로 볼
수 없다.)

□ T 51/87
【심결요지】
비록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문헌)가 원출원의 명세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
도 그 자료(문헌)가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의 일부라면 그 명세서는 기재가 충실하지 않
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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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 General Tire and Rubber Co. v. Firestone Tire and Rubber Co. Ltd.
【판결요지】
통상의

지식(Common

General

Knowledge)과

특허법에서

일반적인

지식(Public

Knowledge)으로 간주되는 지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허명세서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일
반적인 지식이란 특허법상의 다소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특허명세서는
그것이 특허청의 서가와 같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놓여있는 한 씌여진 언어의
종류 및 일반인에 의해 열람될 가능성의 희박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지식의 일부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통상의 지식이란 당해분야에서 적절히 훈련된 사람, 즉 실제 생활에서의 자기의
일에 익숙한 그런 사람에게 알려진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실제적인 물음에 대한 상식적인 접
근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르다.

□ British Acoustic Films Ltd. v. Nettlefold Productions
【판결요지】
내 생각에 어떠한 과학논문이 특정 잡지에 게재되고 그 잡지가 아무리 널리 배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 그 논문의 기술이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
려졌다는 증거도 없이 그 기술을 통상의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잡지에 공개
된 특정 기술은 그 기술이 널리 읽힌다고 통상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널리 배포되었다
고 통상의 지식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기술이 통상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고 또한 의문없이 그 기술을 받아들
일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기술이 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축적된 기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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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문헌의 참조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이나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
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4)

(2)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
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기준 I－1 3.2(1))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에 대한 교시와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실시할지를 이해
할 수 없을 때(예를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당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 고도한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된
다. (심사기준 I－13 2(2))

(3) EPO
유럽 출원에 관한 일반 요건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선행기술 문헌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참조가 발명의 개시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단순히 참조하는 것만으로 또는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
을 단순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가이드라인 C-II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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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PTO
35 U.S.C.112의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원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
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USPTO의 실무는 출원인이 특허, 특허
출원 및 간행물을 인용함으로써 그 자료를 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7 CFR 1.57(b) 및 MPEP 608.01(p)에 제시된 자료의 포함에 대한 기준은

그

자료가「필수」인지 또는「비필수」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5)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고안의 이해와 실시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기술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에 유리하고 대중이 발명 또는 고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전리법 제26조제3항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
해서는 기타서류를 인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3)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원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참
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PO, EPO, SIPO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
는 안되며,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EPO와 USPTO가 출원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5극의 태도를 고려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그 문헌명과 그 문헌의 내용중 출원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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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통상의 지
식”의 범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참조하고
있는 기존 문헌이 당업자가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통상의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면 문헌명만을 인용하고 그 문헌에서 출원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는 적법한 것으
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언
EPO, USPTO, SIPO의 태도를 참작할 때, 심사지침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
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침은 출원인이 다른 문헌을 참조하여 발명을 설명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KIPO의 심사지침(“발명이나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여 문헌
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은 EPO나
USPTO의 기본적인 태도와 큰 상이성이 없으며, 압축적으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
로 이해되는바, 특별한 수정을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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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
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2) 일본
□ 동경고재 평성17년 1월 31일 평성15년(행케)제220호
【판결요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단지 공정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시행착
오 또는 복잡 고도한 실험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 단순작업의 반복
회수가 많다는 이유로 실시가능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과도한 실험이란 당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하거나 또는 상정할 수 없
는 이외의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일상적인 작업이나 단순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본건의 경우 만약 각각의 단편에 대해 시험을 행한다고 하여도 각각에 대해 음성·양성
을 단순히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뿐으로서 해결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전망이 명
확한 상황에서 단순작업·일상적인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과도한 실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유럽
□ G 0002/93
【심결요지】
유럽특허조약(EPC) 제83조와 관련하여, 유럽 특허출원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당해 발명을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특허조약 제83조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출원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여 청구항의 발명의 고
유한 기술적 교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의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T 0689/90
【심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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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인용된 문헌에만 기재되어 있는 특
징은 유럽특허조약(EPC) 제123(2)조의 목적을 위해 일응 출원시의 명세서의 범위 내에 속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보정에 의해 출원의 청구범위 내에 도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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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장래의「실시 불가능」의 리스크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1) KIPO
명세서에 상표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표명을 기
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 상표명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
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명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14)

(2) JPO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상표 이름에 의해 표시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4항 또는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사기준 I－14(4))(7(8) 상표를 참조)

(3) EPO
장래에「실시 불가능」하게 될 리스크는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며 또
한 지정된 생산물 또는 품목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예를 들면 오랫동안 생산이 중
지되고 있기 때문에)과 관련된 경우 환경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EPO의 실무는 발명이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실시가능」하도록 생산물/품
목에 대한 정의를 당초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venturi」관 및 「보덴」케이
블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로서 예외이다. 등록상표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
어야 한다.

(4) USPTO
청구된 방법 또는 장치가 상표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화학 성분의 사용에
의존하고, 그 성분이 명세서에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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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고 그 시점에 상품으로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상표가 부착된 성분의 소유자/제조자는 후에 그 성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생산을 중
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당업자는 대체품을 복제하거나 또는 제작하지 못하
며 따라서 그 방법 또는 장치는 실시 불가능하게 된다.
In re Coleman에 있어서 법원은 명세서가 상표 또는 상호를 인용하는 경우
개시된 특정 자료가 시장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또는 상표 혹은 상호가 아주 다른 생
산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5)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 상품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그 형식, 규격, 성능 및 제조단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물질 또는 제품을 정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지
침 제2부 제2장 2.2.6)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특정 물건 또는 물질을 상표명을 이용하여 기재
하는 경우에 대하여 5극의 태도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
니하고, 예외적으로 그러한 상표명을 사용하더라도 물건 또는 물질의 특정에 문제
가 없는 경우에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점은 상표에 의해 표상되는 물건
이나 물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5극의 심사지침에
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장래의 실시불가능 리스크와 관련하여, EPO와 USPTO는 미생물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미생물의 기탁에 관해서는 5극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도 미생물의 기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 조약의 내용으로부터도 확인
할 수 있다. 미생물 기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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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판결요지】
배 신품종에 속하는 식물에 관한 출원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출원발명에서와 같
은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배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배나무 가지 또는 배
나무의 눈을 이용하여 아접에 의하여 육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출원
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
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
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불비
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658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시행령(1983. 11. 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극미의 세
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의
미생물은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인바,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에 관련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
한 기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관련 미생물의 기탁
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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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 실험을 요구하는 개시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도한 시
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지침서 4110-2)

(2) JPO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에 대한 교시와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실시할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예를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당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 고도한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업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된다. (심
사기준 I－13 2(2))

(3) EPO
조사 또는 실험에 의해 당업자로부터의 부당한 노력이 기대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희망하는 결과를 취득하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을 도출하는 실험
은 이 실험의 방법 및 결과가 설명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이다. 마찬
가지로 명세서의 특정 교시 사항을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실험 방법 혹은
분석 방법이며 청구항과 관련된 전 분야를 커버하는 것이면 숙련된 독자에게 기대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C-III 6.3)

(4) USPTO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명세서로부터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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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업자가 실제로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 부당
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실험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는 치명적이지 않다.

(5)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설명하였으나 실험증거를 제공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방안은 단지 실험결과를 통해서만 사실입증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이미 알려진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발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실험증거를 제공하여 그가 기술하는 용도 및 효과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시가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
장 2.1.3)

나. 검토 및 고찰
5극 심사지침의 태도와 한국 및 유럽의 판례, 심결례를 검토할 때, 과도한
시행착오나 복잡고도한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통상적인 범주의 시행착오나 실험을
통해 발명의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는 적법한 것으
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술한 한국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은 통상의 기
술자가 통상적인 실험을 통해 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재불비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판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기재된
도면부호가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5극의
심사지침을 고려할 때 상기 대법원 판례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심히 엄격하게 적용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본 “실험을 요구하는 개시”와 관련해서는 화학분야의 발명이 더더욱
문제되며 실시예의 기재와도 연결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실시예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
나, 실험과학이라 불리는 화학분야 발명은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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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
가 많으므로, 화학분야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특정의 출발물질, 온도, 압력,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공정하에서 직접 실시한 결과
인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리하면, 실시예를 하나 이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특수
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예가 생략된
발명(화학발명 포함)이라도 충분히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학분야의 속
성상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시예를 누락하고서도 충분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In re Wands 사건3)에서 제시하는 실시가능요건의 과도한 실험 여부
미국의 In re Wands 사건에서 CAFC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데에 있어서 부
당하게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를 요구하였는지 실시가능요건의 충족요건을
판단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바 있다.
1. 필요한 실험의 양
2. 제시된 지시의 방향이나 양
3. ‘실시예’의 존재여부
4. 발명의 본질적 성격
5. 선행기술(prior art) 정도
6. 그 산업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기술수준
7. 산업의 예측가능성
8. 청구항의 권리범위의 제한
상기 판례에서는 특히 관련된 기술분야에 이미 잘 알려진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사항들을 나열할 경우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지고 비용도 증가
하며 발명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특허는 학술논문과 달리 통상의 지식인이 해
당 산업분야에서 쉽고 정확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 제언
3) In re Wands, 858 F.2d 731, 8 USPQ2d 1400, 1402 (Fed. Ci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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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상위는 있으나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지 않고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
하여 출원발명의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재불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5극
의 심사지침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재의 KIPO 심사지침은 다른 4극의
심사지침과 차이가 없다.

다만, KIPO 심사지침은 기재불비의 경우에 대하여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
의 실험”을 예로 들어 기재불비가 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현재의 지침에 앞서서 적극적인 지침의 추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지침의 안으로서,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 부당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실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는 적법하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더불어, “화학발명과 같이 실험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명
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예(조성이나 공정)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는 부적법하다.”라는 지침을 추
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
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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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 참조) 명세서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한 오류가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상적인
시험을 거친다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특허발
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159 판결, 1999. 12. 10. 선고 97후
2675 판결 각 참조).

□ 특허법원 2006.8.3. 선고 2005허5693 판결
【판결요지】
화학물질의 발명은 그 구성이 화학물질 자체이므로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물
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화학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분야의 경험
칙상 화학이론 및 상식으로는 당연히 유도될 것으로 보이는 화학반응이 실제로는 예상외의
반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화학반응이 당업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화학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조
방법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소분석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공명)데이터, 융점, 비점 등의 확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
고, 특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들 확인자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판결요지】
평균적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냉간 성형'에 관하여 널리 사용되던 기
술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실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의 스
틸로드에 요구되는 항복응력, 굴곡강도 등의 특성을 충족하려면 그 청구항에서 정한 조성비
의 합금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냉간 성형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므
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평균적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
을 부가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
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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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
효의 사유가 된다.
[2]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슬래
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
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
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
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
이 없으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
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2) EPO
□ T 14/83
【심결요지】
때때로 명세서에 기재된대로 발명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약간의 실험으로 발명의 실시
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실험이 과도한 부담이나 다른 창조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라면 그 명세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EPC 제8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T 226/85
【심결요지】
개발이 덜 이루어진 기술분야나 또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술분야의 출원의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명
세서의 기재가 충실치 못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초기의
시행착오나 또는 통계적인 예측치를 통하여 발명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
한 설명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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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제조방법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1) KIPO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4111)

(2) JPO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명세
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심사기준 I－
13 2.1(2)②)

(3) EPO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통의 일반 지식이 아니다.
즉, 예를 들면

화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출발물질 또는 중간물질의 단순한 식별

은 숙련된 독자가 명세서에 인용된 문서로부터 또는 공통의 일반 지식으로부터 이
러한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USPTO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을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은 명세서에 충분
히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생산물을 만들거나 또는 사용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장치, 방
법 또는 물질은 충분히 개시되어야 한다. In re Ghiron에서 출원인이 방법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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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는 데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장치를 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나. 검토 및 고찰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그 물건의 제조 방법, 사용 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 개시하여야 함은 5극의 심사지침 태도에 큰 차이가 없다. 즉, 당업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그 물건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방법의 기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화학관련 발명과 미생물
관련 발명이다. 화학관련 발명의 경우에 판례의 태도를 검토할 때, 단순히 화학구조
식만을 기재해서는 아니되고 그 제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생
물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과 더불어(예외적으로 미기탁), 기탁된 미생
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화학
발명과 미생물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상세히 검토한다.

다. 제언
현재 KIPO의 지침에서는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
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만 제시하여, 물건의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JPO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않아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
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USPTO는「생산물을 만들거나 또는 사용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장치, 방법 또는 물질은 충분히 개시되어야 한다.」라고 제
시하여 KIPO에 비해서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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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5극의 태도를 고려할 때, KIPO의 지침에 있어서 물건 발명에 있어
서 제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물건의 발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해 그 물건을 제조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물건의 제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쉽게 제
조할 수 없다면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화학발명의 경우 단순히 화학구조의 기재만으로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없는 한 어떠한 공정에 의해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기재되어야 한다.
물질의 제조를 위한 출발물질이나 중간체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출발물질이
나 중간체의 입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특허법원 2006.8.3. 선고 2005허5693 판결
【판결요지】
화학물질의 발명은 그 구성이 화학물질 자체이므로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물
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화학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분야의 경험
칙상 화학이론 및 상식으로는 당연히 유도될 것으로 보이는 화학반응이 실제로는 예상외의
반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화학반응이 당업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화학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조
방법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소분석치,

NMR(Nuclear

Magnetic

61
-

Resonance; 핵자기공명)데이터, 융점, 비점 등의 확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
고, 특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들 확인자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야 한다.

□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미
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면서, 그 제3항은 " 제2항의 경우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
를 재차 입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
어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의 미생물은 출원 명
세서의 기재를 보완하는 뜻에서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
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업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 함은 그 미생물이 공지공용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이 기탁이 면제되는 요건은 출원인이 이를 증명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그 출
원 명세서에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기재하여야만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이 아니라 출
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출
발미생물과 공지의 균주 등을 이용하여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러한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도 위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럽
□ T 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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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요지】
신규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EPC 제54조에 따라 출원발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출원발
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공지기술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출원발명이 화학물질의 구조식과 그 물질을 제조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더라도 만일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또는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으로부터 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이나 또는 중간체를 얻는 방법을 알 수
없다면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T 51/87
【심결요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명세서에는 이미 공지된 물질로 인정된 반응의 출발물질을 제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비록 출발물질의 측면에서는 명세서의 기재가
충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건에서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발
물질을 구해 발명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므로 본
사건 출원명세서는 기재불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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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사용방법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1) KIPO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
사지침서 4111)

(2) JPO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
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심사기준 I－1 3.2.1(2)③)

(3) EPO
명세서는 자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발명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4) USPTO
35 U.S.C.112, 제1항에 근거한 실행과 사용 방법에 관한 요건은 특허를 받
기 위해 발명이 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35 U.S.C. 101에 규정된 유사한
요건에 필적한다.

(5) S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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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실시방식 또는 실시예에는 기계구성, 회로구
성 또는 화학성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작 가능한 제품에 있어서, 그 구성만을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또는 고안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작과정 및 조작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6)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에 대한 사용방법은 발명의 산업적 유용성 및 효과와도 연관되며, 물건
발명의 경우 사용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로부터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 5극의 태도는 동일하다.

다. 제언
현재 KIPO의 지침에서는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
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만 제시하여, 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JPO는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JPO의 태도를 채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JPO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

여야 한다.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사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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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
원발명의 1999. 6. 2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는 폐수 및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자
원을 활용하여 유실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와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발명의 목적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거의 무기한 사용할 수 있
고, 댐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력발전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내구성
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러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연결수로와 터빈을 나열하고, 그 실시예로 소수력
발전 추정 제원 검토에 따른 정격낙차, 사용수량, 수차의 종류와 출력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기재하는 외에 단순히 소수력 발전의 원리 정도만 기재하였을 뿐,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방류수의 저장 또는 유도에 대한 기술구성, 하수처리장과 연결수로와의 관계, 위치 조건에
적합한 수차 선정을 위한 기술적 내용, 수차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와의 결합관계 등
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성과 개개의 구성 사이의 작용관계를 방법발명에 적합하도
록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만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일자 보정서의 상세한 설명
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
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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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실시 가능성의 증명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법 및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발명을 명료
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므로 발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그 기재된 내용이 아닌 기재 방법이나 기재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심사지침서 4115)

(2) JPO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실험성적 증명서 등에 의해 반
론, 해명할 수 있다(주). 그리고 이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이 당업자
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거절이유는 해소된다. 출원인의 반론, 해명을 참작하여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을 때(진위가 불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거절이유에 의해 거절결정한다.

(3) USPTO
미국의 실무에 있어서는「왜 명세서가 실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유를 제공할 의무」는 USPTO에 있다. 「제
1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시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명
세서의 개시가 실시가능요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명세서는 그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당업자에게 확신시
킬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국 심사관이 실시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시에 의존되는 진술의 객관
적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에 응해 당초의 개
시 내의 흠결을 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당초 제공된 개시가 실제로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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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선서 공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4)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명료하게 기재하고 발
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실시예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또는 고안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
어야 한다. 심사관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기하여 발명 또는 고안이 기재요건에 충분
히 달하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를 설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1.3)

나. 관련 논의

(1) 박길채,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연구, 충남대대학원 (2006. 8)
이러한 실시가능요건을 이유로 거절결정하고자 하는 심사관은 ①명세서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②명세서의 기재
가 충분하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실시하더
라도 해당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③해당 발명의 실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명
적 사상(전문적인 지식)이나, 상당한 노력의 실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명세서의 실시가능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발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
요는 없고, 경험칙상 반복재현성이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즉, A라는 원
료를 이용하여 B라는 조작을 가하게 되면 반드시 X라는 물질이 제조된다는 사실만을 명
확하게 기재하여,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반복재현할 수 있을 정
도이면 충분한 것이고, 반드시 A라는 물질이 B라는 조작에 의해 어떠한 원리를 거쳐 X가
되는지와 같은 그 작동 매커니즘까지 규명할 필요는 없다.

(2) 吉藤辛朔, 특허법개설(제13판), 유미특허법인 역, 대광서림, 300면
36조4항에 위반된다는 일단의 심증을 얻게 되면 상기에 따라 구체적 이유를 나타
내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실험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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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출원인의 주장이 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거절이유는 해소된다. 심사관의 심증이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심사관의 심증을 진위불
명이 될 정도까지 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거절이유에 의해 거절의 사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해도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 대해 실시가능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일단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구체적 이유를 나타내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출원인은 예컨대 심사관이 고려하지 않은 실험 또는 분석방법 등이 기술상식에 속
하는 것이며,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와 그 경험 또는 분석방법에 입
각하여 출원시의 당사자가 해당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의견서 또
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해 명백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출원인의 주장이 적
절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항 위반의 거절이유는 해소된다.

다.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JPO, USPTO, SIPO 등
은 출원인이 반론, 해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KIPO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실무상 기재불비의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시험성적서나 관련 기술 등
을 제시하여 발명이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었다는 증명을 인정한다.

KIPO 심사지침서에도 기재불비 거절이유의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제시
할 수 있는 실시가능의 반론이나 증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라.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KIPO 심사지침에서는 실시가능성 위반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JPO나 USPTO에서 실시가능성 요건 위반에 대하
여 출원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69
-

따라서, 심사지침에서 실시가능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
서 심사관이 제시하여야 할 근거와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KIPO 심사지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한다.

(1) 특허출원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하여도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실험성적서, 출원시의 기술문헌 등을 통해
심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출원발명이 실시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
(3)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나 발
명의 물리적인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나, 실시가능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
허출원된 발명의 근본적인 과학법칙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

마.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판결요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
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
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
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
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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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동작 또는 작용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구성에는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
께 기재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실제로 어떻
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2)

(2) JPO
당업자가 발명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을 특
정하기 위한 사항 각각이 어떠한 기능(역할)을 하는지(즉, 그 작용)를

기재할 필

요가 있다.(심사기준 I－1 3.2.1(2)③)

(3) EPO
명세서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를 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도 교시할 것이 기대된다.(위의 (3)(iv)(a) 및(e)을 참조) 그러나 효과 또
는 작용 뒤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원리에 대한 진술은 요구되지 않는다.

(4) USPTO
명세서는 당업자가 발명을 실행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발명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나 과학 원리를 설명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5) SIPO
제품의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실시방식 또는 실시예에는 기계구성, 회로구
성 또는 화학성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 상호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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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여야 한다. 동작 가능한 제품에 있어서, 그 구성만을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또는 고안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작과정 및 조작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6)

나. 검토 및 고찰
특허출원된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구조,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
나, 더불어 발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5극 심사지침의 태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는 대상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발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

작동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기

위한

요건(임호,

특허법,

417-419면, 법문사 (2003))
심사관이 특허출원된 발명이 작동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기 위
하여는 명세서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발
명을 실시하더라도 발명이 작동되지 않거나, 명세서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작동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발명이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방법의 물리적
과정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를 규명하지 못하는 발명은 작동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작동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의 근본적인 자연법
칙까지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정도로 공개하면 된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특
허출원 당시에 통상의 지식인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라면 이러한 기술도 공
개할 필요는 없다.
첨단기술에 대하여는 이 작동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명세서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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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는 디지털 회로와
같은 첨단기술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작동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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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예(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모드)

6-a. 실시예의 기재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구성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재현(再現)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발명의 기술적 수
단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시예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기재하
여야 한다.

(2) JPO
「발명의 실시 형태」의 기재는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
명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실시예를 이용
하지 않아도 당업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실시예의 기재는 필
요하지 않다.(심사기준 I－1 3.2.1(5))

(3) EPO
발명을 실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EPC 제
42 규칙(1)(a))

(4) USPTO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명세서 내의 실시예의 존재와 최선의 모드를 개시
할 요건 사이에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최선의 모드는 실
시예의 사용에 의해 제공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시예는 최선의 모드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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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고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2항 3)(vi)(a) 참조).

(5) SIPO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최적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발명 또는 고안을 충분히 공개, 이해 및 실시하고, 청구항
을 지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출
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최적의 구체적 실시예를 상세
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
는 도면과 대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논의

(1) 박길채, 발명의 개시요건,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3. 1)
나. 실시예
통상 발명 그 자체는 사상으로서의 추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 기술자는 그 기재만
으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에게 발명사상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어 구현
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은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명세서의 특성상 대단히 중
요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실시예의 기재를 명세서의 필수 기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또한 심사지침서에서도 “발명의 구성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발명의 기술적 수
단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시예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모든 발명의 명세서에 실시예 기재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실험과학으로 불리는 화학분야 발명은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
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
로, 화학분야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특정의 출발물질, 온도, 압력,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공정하에서 직접 실시한 결과인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실시예를 하나 이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평균적 기술자가 당
4)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928판결 등 다수, 독일 법원 X ZR 40/90 of 9.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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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명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예가 생략된 발명(화학발명 포함)이라도 충분히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화학분야의 속성상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시예를 누락하고서도 충분성을 인정받
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검토 및 고찰
실시예 기재와 관련하여 KIPO와 JPO는 필요한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으나, EPO와 SIPO는 실시예 기재가 필수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각국의 판례를 검토할 때 실시예의 기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필
요한 경우에 실시예를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현재의 KIPO의 태도를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001후65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학발명의 경우에 있
어서는 많은 경우에 실시예의 기재가 필수적이며, 실시예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는 기재불비로 판단될 가능성인 높을 것이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에 골재로서 제철이나 제강슬래그의 사용
이 공지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중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에폭시 수지에 불소 수지를 첨가
하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경화제와 혼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
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례에서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에폭시 수지에 내열성과 내한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전혀 없는 불소수지를 가하

76
-

여 변성시킨 일종의 수지 혼합물인 2액형 접착제"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
-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각
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
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
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
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
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
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
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
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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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고재 소화 59년 1월 30일 소화55년(행케)2956호
【판결요지】
발명의 실시예는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명세서의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란에 발명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기술사항의 기재가 있는데도 그것에 관한 실시예의 기
재가 없다고 하여 그 기재를 발명으로서의 기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유럽
□ T 407/87
【심결요지】
심판부는 이 사건에서 EPC 제83조의 규정이 충족되었는가를 깊이있게 검토하였으며 이 문
제는 또한 구두심리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EPC 시행령 제27조1항f호는 발명이 어떻
게 실시되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실시예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
에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합금의 증기침전이 어떻
게 실행되는가를 온도, 압력 등의 변수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상기 제27조1항f호는 EPC 제83조가 요구하고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합금의 구체적인 조성범위
나 또한 증기침전의 반응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가 충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T 292/85
【심결요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시예가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발명에 대한 공정한 보호의 필요성은 발명의 권리범위와 명세서의 충실한 기재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실시예의 기재정도는 발명의 권리범위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한 발명의 내용에 맞는 공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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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 최선의 모드, 최적 실시예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구성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재현(再現)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발명의 기술적 수
단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시예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기재하
여야 한다.

(2)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따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나타내는 「발명의 실시 형태」중 특허 출원인이 최선
이라고 생각하는 것(주)을 적어도 하나는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PCT의 규칙 5. 1(a)(ｖ)에서 규정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
와 같다. 또한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특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한다는 요건은 제3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은 아니며 특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여도 거절이유 등은 되지 않는
다.(심사기준 I－13. 2. 1(1))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있어서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
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출원인이 최선
이라고 생각하는 실시의 형태를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3) EPO
「모드」는「방법」또는「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발명을 실시하는 모드 또는 수단은 가장 넓은
청구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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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PTO
35 U.S.C 112는 발명자에 의해「생각되는(contemplated)」최선의 모드가
개시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의 목적은 실제로 착상된 자신의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공중으로부터 은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는 방법은

발명자에게 맡겨진다. 최선의 모드는 개시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표시될 필요는 없다.

(5)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
는 최적의 구체적 실시예를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설명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과 대비하여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1.3)

나. 관련 논의

▶ 박길채,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연구, 63-69면, 충남대대학원(2006. 8)

다. 최적실시형태
WTO/TRIPs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의 최적의 실시형태를 기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데, 이의 판단기준으로 ①주관적 요건 : 최적의 실시형태를 출원 당시
에 알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②객관적 요건 :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실시예를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부당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요건에서, 비록 최적의 실시예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인이 최적의 실시예라고 믿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주관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요건①이 매우 주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출원당
시 발명자의 정신상태(인지상태)와 관련된 것이다. 진정으로 발명자가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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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
에, 요건①은 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선발
명주의로 발명노트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 실시형태의 요
건의 규정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EPC는 미국과 같
은 형태의 최적 실시형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유럽특허청의 심결 또
한 이를 부정하고 있다(T 412/93). 반면 종래기술의 경우에는 최적 실시형태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기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일본의 심사기준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적 실시형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은 물론, 종래기술의 기재요건도 통상적인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 정도에서
매우 느슨하게 보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허법 제26조의
규정과 최적의 실시형태를 요구할 수 있는 WTP/TRIPs의 규정에 따라, 최적의 실
시형태를 감춘 명세서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특허법 제42조제3항을 근거로 의견제
출통지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최적 실시형태요건을 전면적으로 도입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발명노트가 미국처럼 잘 관리되지 않고 있고, 최적 실시형태 요건은 국내의
특허업계에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도입시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으
며, SPLT의 경우 최적 실시형태 요건이 갖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제외시키
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SPLT가 체결된다면 다시 특허법을 환
원해야 되는 바, 최적실시형태의 요건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SPLT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종래기술의 최적 실시형태를 기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게 평가될 수 있
는 사항으로 미국식의 최적 실시형태요건이 갖는 문제점(주관성)을 거의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유럽(일본)식의 입법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임호, 특허법, 419-420면

[C] 최적모형 공개요건(Be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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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자는 명세서에서 특허출원 당시에 발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모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최적모형은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마음 속에 구상하였던 것으로 이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최적모형이 통상
의 지식인에게 이미 잘 알려진 것이라면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최적모형을 공개
할 의무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발명자가 이 최적모형을 은닉할 의사를 가지고 명세서에서 의도적으로 공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는 무효이다. 최적모형을 공개하여야 하는 이유는 특
허라는 독점권을 수여받은 발명자가 자신이 발견한 선호되는 실시방법을 공개하
지 아니하고 은닉함으로써 독점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발명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최적모형 요건은 작동요건과는 다르다. 작동요건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
의 지식인이 특허발명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
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인에게 용이한 방법이라면 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최적모
형의 요건은 다르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주관적으로 알았던 최적
모형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특허심사과정에서는 최적모형
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특허가 발급이 되고 난 뒤에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다. 검토 및 고찰
KIPO와 EPO는 최선의 모드 또는 최적 실시예 기재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JPO, USPTO 및 SIPO는 발명에 대한 최선의 모드
또는 최적 실시예의 기재에 대한 규정 또는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최선의 모드 개시의 기준일과 관련해서는 USPTO만이 그 기준을 제시한다.
USPTO에서는 최선의 모드의 개시에 관한 기준일은 출원일 시점에서 생각된 최선
의 모드이다. 따라서 최선의 모드에 대해 후에 발견된 것을 이미 제출된 출원에 개
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발명자가 특허 출원 후에 발견된 최선의 모드를 계속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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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일부 계속 출원에서 개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국의 판례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35 U.S.C. 119(a)에 기초한 외국 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이 미국
출원에 부여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 출원은 제112조, 제1항(유용성과 제112조, 제
1 항에 근거한 사용 방법요건이 쟁점이었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 출원
에 외국 출원의 우선일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외국 우선권 출원이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한 최선의 모드 요건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 출원은 외국 우선
권 출원이 제출된 후에 발견된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여야 한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최선의 모드 또는 최적 실시예의 기재 요구는 출원인에
게 무리한 의무를 지운다고 판단되는바,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최적 실
시예 기재 요구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라. 관련 판례
□ In re Gay 135 USPQ 311, 315 (CCPA 1962)
【판결요지】
출원인이 베스트 모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제112조에 규정
된 베스트 요건을 만족하며, 각 실시 태양마다 모두 베스트 모드를 기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Hayes Microcomputer Products Inc.
Cir.

v.

Ven-Tel.

Inc., 25 USPQ2d

1241 (Fed.

1992)

【판결요지】
베스트 모드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 기술 수준, 발명자의 신
념에 관한 증거 및 발명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발명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
드이면 족하다).

□ Sylgab Steel v.
Div. 1973)
【판결요지】

lmoco-Gateway, 178 USPQ

22 (District Court, N.

D. Illinoi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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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점에서는 이 베스트 모드가 발견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베스트 모드 요건위반이 되지
않는다. 출원일 이후 발견된 베스트 모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 Chemcast Corp v.

Arco Industries Corp, 16 USPQ2d

1033(Fed.

Cir.

1990)

【판결요지】
재료 제조업자가 기업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재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베스트 모드와 관
계된 것이면 당업자가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로밋 재료의 공급자 및 상표명을 공개하
여야 하며, 따라서 베스트 모드 위반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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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명의 유리한 효과 또는 이점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효과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부터 발생되
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목적달성을 확인할 수 있
는 효과, 종래기술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5)

(2) JPO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
서 이것이 참작되기 때문에 유리한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출
원에 유리하다.

또한

유리한 효과의 기재로부터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기재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유리한 효
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아는 한 그 유리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심사

기준 I－1 3.2.1)

(3) EPO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기재되어야 한다.(제42 규칙
(1)(c). 그러나 조사에서 발견된 기술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도입된 장점에 대한
기재는 신규사항을 도입하여서는 안 된다(가이드라인 C-II 4.5).
배경기술에 관한 중상적인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4) USPTO
명세서는 습관적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을 설명하며, 이 에 의
해 선행기술에 비해 우수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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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법은 출원인이 (1) 「문제해결」또는 (2) 「유리한 효과」또
는 발명의「유리한 점」의 측면에서 발명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발명이 선행기술에 배해 유리한 점 또는 그 장점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진술이 청구항 내에 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에 나타난 이 설
명은 청구항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즉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술하는 경
우 심사관은 청구된 발명 내에 발명의 유리한 효과 또는 장점에 대한 추가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
표현「유리한 효과」또는「발명의 장점」은 미국 실무에 대한 기술적 표현
은 아니다.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원 발명에 따른 특유의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나, 발명의 효과 기재가 없다고 하여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단정짓는 것
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발명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의 다
른 기재를 통해 그 발명 특유의 효과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6후3588 판결은 의미가 있다가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판례와 같이, 선택발명이나 의약의 용도발명과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효과 기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발명의 효과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불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심사지침에 이와 관련된 지침
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언
현재 KIPO의 심사지침을 유지하되, “다만, 선택발명 또는 의약의 용도발명
의 경우에는 효과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심사관은 출원 발명의 효
과 기재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와 같은 제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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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후3588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가지는 발
명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작용 및 효과로 보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선택발명의 경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판결요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
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
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
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
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의약의 용도발명의 경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판결요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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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
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
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
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후1299 판결
【판결요지】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
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
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
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
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
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후4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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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다. 산업상 이용가
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사지침서 4110-4)

(2) JPO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 명세서 등으로부터 그것이 분명하지 않
은 경우에만 기재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 명세서 등으로부터 분명
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명시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심
사기준 I－1 3.3.2)

(3) EPO
명세서는 명세서로부터 또는 발명의 성질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 발명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제42 규칙(1)(f)). 그러나
유전자의 배열 또는 부분 배열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항상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야 한다.(EPC 제29 규칙(3)).

(4) USPTO
USPTO 실무에 있어서 유용성의 문제는 청구된 발명이 잘 설정된 유용성을
가지지 않으며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신
뢰성이 있는 유용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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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및 고찰
5극은 공히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다만, 특허출원
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로 이해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에 기재되지 않아도 심사관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
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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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첨부한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도면의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가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2007. 7. 1.이후의 출원의 명세서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청구범위
뒤에 기재된다.

예)【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도2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도3은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심사지침서 4109)

(2) JPO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의 각 설명마다 행을 바꾸어【도1】평면도,
【도2】입면도,【도3】단면도와 같이 기재하며

당해 도면의 설명 전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표제를 부가한다. 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의 설명을 기
재할 때에는 이 부호의 설명 전에【부호의 설명】의 표제를 부가한다.(양식 29)

(3) EPO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에 위치
된다.

(4) USPTO
도면이 출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37 CFR 1.74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

91
-

의 참조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발명의 개요 뒤
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면이 존재하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존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은 도면 번호를 특정함으로써 다른 도면을 인용하여야 하며, 또한 참조 문
자 또는 참조 번호(바람직하게는 후자)를 사용함으로써 도면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
여야 한다.

(5) S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도시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야 한다. 구성품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
는 도면의 설명에 구성품의 명칭 목록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도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여야 한다.

나. 검토 및 고찰
5극 특허청은 도면이 존재하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점
에서 일치하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후776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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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허청구범위

1. 발명의 카테고리

가. 발명의 카테고리란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5)에서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발명에 따라 실시행위와
효력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속하므로 특허법은 실질적으로 발명을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2가지
범주 또는 카테고리(이하 “카테고리”라 한다)로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발명의 카테고리 구분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의 카테고리에 따라 실시행위와 효력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발명의 특허성 또는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선행되
어야 하는 발명의 요지인정에 있어 발명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며, 또한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해서도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불특허 대상판단, 실시행위, 특허권의
효력범위 등에 있어서 중요하다6)는 점을 감안하면 발명의 카테고리는 발명의 단순
한 구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지침서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
확한 경우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7), 그렇다면 발명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청구항이 어떻게 기
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
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6) 양인수, 물과 방법 카테고리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4. 3).
7) KIPO 심사지침서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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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야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8)

다. 카테고리 구분 판단기준

(1) 학설
발명의 카테고리를 객관적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정할 것인지
에 따라 본원설과 선택설이 있는데, 본원설은 발명의 카테고리는 실제적 발명이 갖
는 본래의 특성에 기초해서 본원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고, 선택설은 모든
발명은 어떤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해결수단을 부여하는 점에서 공통
되고 그것에는 물, 방법, 제법, 용도 등의 확실한 분류기준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발명의 각각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물, 방법,
제법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본원설은 이론적․본질적으로 이상적이지만 정확한 판단은 발명 발생시에 할
수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
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발명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이다. 선택설은 기교적이고 실제적이지만 발명의 실체를 불명확하게 하여 평가 판
단의 잘못을 초래하고 발명의 보호가 그 실체보다도 표현의 기술에 지배되기 쉽다
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점에 관한 심사도 불필
요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9)

(2) 판례의 태도
발명의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어떤 발명을 물건의 발명 또는 방법의 발명이
라 하는지, 즉 발명의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있는 판례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몇몇
의 판례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 발명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
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
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8) 심사지침서에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9)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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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
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릇
어떠한 발명이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지는 단순히
발명의 명칭이나 표현형식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
는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052판
결, 2002. 8. 13. 선고 2001후50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대
법원은 발명의 카테고리를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발명의 카테고리는 표현형식과 발
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의해 정하여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물건의 발명과 방법발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대법원은 2002. 8.
13 선고 2001후 508 판결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
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뿐
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
하고”라고 판시하여 시간적 요소(경시성)가 포함된 경우에는 방법발명으로 취급하
는 입장이다.

라.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
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서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
다.”고 규정10)하고 있다.

(2) JPO

10) KIPO 심사지침서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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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2가지로 구분하고,
「방식」또는「시스템」(예: 전화 시스템)은 「물건」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용어
로서 취급하는 한편, 「사용」과「이용」은 사용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법 발
명으로 취급11)하고 있으며, JPO도 KIPO와 똑같이 청구항의 기재가 특허를 받으려
고 하는 발명이 속하는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거절이유가 된다.12)

(3) EPO
EPO는 심사가이드라인13)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리적 실체에 관한 청구
항(생산물, 장치)과 작용에 관한 청구항(방법, 사용)의 2가지로 나누고 있다.

(4) USPTO
미국은 법14)으로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방법, 기계, 제조 및 화합물의 4가지
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발명에 대해 “방법은 알고리즘 또는 기술에 따른 조작이다.
방법은 일반적으로「방식에 따라 어떤 것을 실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계는 기계적 성질의 모든 장치를 포함하며, 제조는
화합물 또는 기계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으며 사람에 의해 안출된 모든 물품을 포함
하고, 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기존의 원료에 대한 모든 혼합물을 포함한다. 새로운
분자와 화합물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SIPO
SIPO는 청구항을 물건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고, “제1 기본
유형의 청구항은 인류의 기술이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제2 기본유형의
청구항은 시간과정의 요소가 있는 활동(방법, 용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5)

11)
12)
13)
14)
15)

JPO 심사기준 I－1 2.2.2.1.
JPO 심사기준 I－1 2.2.2.1.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3.1.
35 U.S.C. 101.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2장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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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리 및 고찰
KIPO 및 JPO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
고 있는 반면, EPO, SIPO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리적 실체와 작용(또는 활동)의
청구항으로 나누고 있고, USPTO는 방법, 기계, 제조 및 화합물의 4가지로 나누고
있어 다르다.

또한 USPTO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원칙을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
는 반면, KIPO, EPO 및 JPO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SIPO는 활동(방
법)의 발명은 시간과정의 요소가 있는 발명이라고 규정하여 활동의 발명을 구분하
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KIPO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가지
로 구분하고, 발명의 카테고리 구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누게 되면 그 구
분이 모호한 용도발명은 어디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
게 되면 그 실시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게 된다.

(2) 발명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잇지 않아 과연 어떻게
기재하여야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한지를 알 수 없고, 용도발명과 같은 경우 발명
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므로 거절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에 더하여 청
구항의 말미가「시스템」이나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이들은 어느 카
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바. 제언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심사지침서에 용도
발명 등을 포함한 발명의 카테고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16)하고, 발명의 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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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다.

(1) 물의 발명
(가) 형식적 요건:
- 청구항의 말미17)가 물건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
적 기재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실질적 요건:
- 발명 전체로 보아 기술적 특징이 물건에 관한 것임을 일견하여 알 수 있
어야 한다.

(2) 방법의 발명
(가) 형식적 요건:
-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 적어도 하나의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8)

(나) 실질적 요건:
- 발명 전체로 보아 기술적 특징이 방법에 관한 것임이 일견하여 알 수 있
어야 한다.

16) 하위 규정인 심사지침서에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는가의 문
제점이 있으나, 이렇게 하더라도 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예기치 않는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므로 발명
의 카테고리를 2가지로 나누는 특허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고 예시적 규정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능하다고 본다.
17) 청구항의 말미에 「사용」, 「시스템」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의 발명으로 볼 것
인지, 방법의 발명으로 볼 것인지 심사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심사기준에서 청구항의 말미
가「사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사용)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
우 물건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PCT 규정과 동일하다.
18) 현재의 통설 및 판례는 방법발명이 가지는 경시성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의 실체에 기초하여 본원적 객관적
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으로서, 이 기준에 따르면 물의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의 형태로서 구현된 물이고,
경시적인 요소가 없는 발명이고, 방법의 발명은 경시적인 요소가 구비된 발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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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후492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 제4조 제1호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만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음식물의 제조방법의 발명은 불특허사유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의 표현형식이 음식물의 제조방법의 발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구성이 제조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음식물의 발명으로 보아야 하는 발명만이 위 조항에 규정된 불특허대상에 포
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폴리덱스트로즈’라는 원료에 ‘올
리고 당류’를 특정 비율로 첨가한다는 처리수단을 사용하여 두 물질이 혼합된 유동성 식품
이라는 목적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정 성분을 선택하고 그 성분을 특정비율로 혼합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을 뿐 첨가공정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
도 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구 특허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
식물의 발명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음식물의 제조

방법 특허와 그 음식물 자체의 특허의 효력범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물건의 발
명과 방법의 발명은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
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적하는 음식물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8. 13.선고 2001후508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폴리덱스트로즈’라는 원료에 ‘올리고 당류’를 특
정 비율로 첨가한다는 처리수단을 사용하여 두 물질이 혼합된 유동성 식품이라는 목적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도 마찬가지
이다.

□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2허376 판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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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의 보호범위는 그 방법 자체를
실시하는 행위,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에
한하는 것이고(특허법 제94조, 제2조 제3호 나, 다 목 참조), 실제 생산방법과 관계없이 특
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 모두에 당연히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미친다
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판결요지】
개정전의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원발명이 선출원의 발명(인용참증)과 동일한 발명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물건(이 사건의 경우
에 있어서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
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별개의 표현양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
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052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
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
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8330 판결
【판결요지】
선택발명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 내지 범주(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방법의 발명)에는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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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지만, 가치있는 범위나 용도를 발견한 것을 근거로 특허를 부여하는 수치한정 발명이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엄격한 효과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
조)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다.

□ 특허법원 2005.9.30. 선고 2004허7005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제1항의 위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시간적 경과에 따
라 공정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실체를 살펴보면 동일한 로스트 왁스 주조
용 폐왁스의 재생기술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법의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 제1항은 장
치의 측면에서 각각 포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카테고리의 차이에 따라 기술
사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발명의 효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양 발명은 그 카테고리의 차이(방법발명과 장치발명)에 불구하고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07.12.28. 선고 2007허4571 판결
【판결요지】
우선, 구성부분 5와 같은 ‘용도의 한정’을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위에서 살펴본 구성부
분들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
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
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구성부분 1 내지 4까지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제4항 발
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1허4821 판결
【판결요지】
무릇 어떠한 발명이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지는 단순히 발
명의 명칭이나 표현형식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052판결, 2002. 8. 13. 선
고 2001후50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 사건 권리
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가)호 발명은 그 명칭이 ‘사이클
로스포린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에서 ‘사이클로스포린-함유 연질캅셀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변경되어 그 명칭상으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물건 및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본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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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각 제조공정은 모두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여
러 가지 형태의 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가)호 발명은 그 발명의 명칭의 변
경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이 애당초 그대로 물건
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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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의 발명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물건의 발명에서 기술적 수단이 방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19) 다만, 방법적인 표현 이외에 적절한 표
현이 없고 방법적인 표현에 의해 그 물건이 정확하게 특정(特定)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지침서 4130)

(1) 청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한 심사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 장치로 제조된 물건” 등의 형식으로 물건
에 관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을 적절히 기재
하기 어려운 경우(신규한 물건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와 같은 청구
항은 방법, 장치, 물건으로 기재된 청구항과 1군의 발명으로 하여 1출원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2)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 등의 판단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
리는 방법이나 장치가 아니라 물건자체로 해석되므로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 대상
은 물건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등에 있어 그 방법이나 장
치가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자체”의 구성이 공지된 물건의 구성과 비교하여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 특허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지침서 4130-4131)

즉, KIPO는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먼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을 적절히 기재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
19)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는 구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특허법에 의해서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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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법적 기재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구성을 적절히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재불비(명확성 요건 위반)를 통지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 적절히 나타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인정하며, 이때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
항에 포함된 방법적 기재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자체”의
구성과 공지된 물건의 구성을 비교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2) JPO

JPO는 제조 방법에 의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에 대해 청구항의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항이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한 경우(Product by
Process Claim)에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당해
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당해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와, 당해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JPO는 “제조 방법에 의한 생
산물의 특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있어서는 당해 생산물과 인용발명의 물건과의 엄
밀한 일치점 및 차이점의 대비를 하지 않고 심사관이 양자가 동일한 물건이라는 일
응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분에 차이가 없는 한 신규성이 없
다고 하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EPO
제조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의 청구항에 대해 EPO 심사가이드라인은 “제
조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의 청구항은 당해 물건이 특허성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만 허용되며, 물건이 신규한 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규한 것으
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방법에 의해 한정된 물
건의 청구항은 그 물건에 관한 청구항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20)하고 있다.
20)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2.
Claims for products defined in terms of a process of manufacture are allowable only if the products as
such fulfil the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e. inter alia that they are new and inventive. A product
is not rendered novel merely by the fact that it is produced by means of a new process (se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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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PTO
USPTO의 MPEP21)에는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이 제조방법에 의
해 한정되고, 정의된 경우에도 특허성의 결정은 물건 자체에 기초한 것으로 한다.
물건의 특허성은 그 제조방법에 좌우되지 않으며, 또한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
구항에서의 물건이 종래기술의 물건과 동일한지 여부는 이것으로부터 자명한 경우
예를 들면 종래의 물건이 다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항
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물건이 제조되는 제조 공정단계에 의해서만 정의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 단계가 특유한 구조적 특징을 최종제품에 주는 것
으로 기대되는 경우 선행기술에 대해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의 특허성을
판단할 때는 제조 공정에 의해 부과된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SIPO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제품의 청구항을 특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조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화학제품의 청구항을 충분히 정의할 수 없
으며, 제조방법이 그 화학제품에게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여 그 화학제품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이다. (전리심사지침서 제10장 3.3)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06.6.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및 2009.3.26. 선고 2006후
3250 판결에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
150/82, OJ 7/1984, 309). A claim defining a product in terms of a process is to be construed as a
claim to the product as such. The claim may for instance take the form "Product X obtainable by
process 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term "obtainable", "obtained", "directly obtained" or an
equivalent wording is used in the product-by-process claim, it is still directed to the product per se
and confers absolute protection upon the product (see T 20/94, not published in OJ).
21) USPTO MPEP 2113 PRODUCT-BY-PROCESS CLAIMS ARE NOT LIMITED TO THE
MANIPULATIONS OF THE RECITED STEPS, ONLY THE STRUCTURE IMPLIED BY THE STEPS
"Even though product-by-process claims are limited by and defined by the process,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is based on the product itself. The patentability of a product does not depend on its
method of production. If the product in the product-by-process claim is the same as or obvious from
a product of the prior art, the claim is unpatentable even though the prior product was made by a
differ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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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
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
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
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검토 및 고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건의 발명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 대해
모든 특허청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을 구조적 특징에 의해 적절히 정의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소위 “Product by Process Claim”)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의 판례도 이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하다면 “Product by Process Claim”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
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 없
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
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해석방법 또한 차이가
없다.

다만, 각국의 법원은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위 물질동일설과 제법한
정설22)에 근거하여 2가지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물질동일
설을 채택하고 있다.

마. 제언

22) 물질동일설은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으로 기재된 특허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제조방법은 이를 한정
하기 위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기술적 범위는 당해 제조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물건으로서 동일하면 기
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설이고, 제법한정설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는 청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
로 한정된다는 설이다(高瀬彌ｲ平, 特許権侵害訴訟判決ガイド(4), Vol. 56 No. 9 パテン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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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지침서에서 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
한 규정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KIPO의 심사실무도 각국의
심사실무와 우리 법원의 판결례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후3416 판결, 2009.3.26. 선고 2006후3250 판결
【판결요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
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052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
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
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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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는 나아가,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되는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요지
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
론으로 하고, 고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
은 ‘생산방법’ 자체를 고안의 기술요지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
된 ‘물건의 구성’만을 기술요지로 파악하여 야 하는바, 구성부분 ③ 중 ‘고정관(2)이 프레스
에 의해 가압되는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요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단지 위
와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함으로 인한 물건의 구성 즉, 고정관(2), 고무파이프
(101), 고정구(1)의 결합구조만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요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본
□ 최고법원 평성 10년 11월 10일 판결 평성 10년(오)제1579호
【판결요지】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당해 물건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한 작도법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작도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구비하는 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상기 작도법에 근거하여 제조되고 있
을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동경고등법원 평성 9년 7월 17일 판결 평성 6년(네)제2857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가 생산방법에 의해 특정된 물건이어도 대상이 되는 물건이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생산방법에 따라 특정된 물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발명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하고, 본건에 있어서 특정 생산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사정도 없기 때문에 본건 특허청구범위의「사람 백
혈구인터페론」은 세균이 고분자물질을 생합성하는 세포인「사람 백혈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건으로서 동일
한 한 그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동경지방법원 평성 12년 9월 29일 판결 평성 11년(와)제8434호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가 제조 방법에 따라 특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의 대상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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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나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된 물건이므로 특허의 대상을 반드시 당해 제조방법으로 한정
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허의 대상을 당해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당해 제조방법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유럽
□ T 20/94
【판결요지】
방법에 의한 물의 청구항이 그 준비를 위한 방법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
고, 당해 발명은 물리적 실체에 관한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속하며 그 청구항은 물에 관한
것이다. 방법에 의한 물의 청구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얻어진”, “얻어진”, “얻을 수 있는”
용어 중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은 여전히 물에 관한 것이며 특허보호
는 물에 절대적으로 미친다.

□ T 150/82
【판결요지】
그 준비를 위한 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의 청구항은 그 물 자체가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출
원인이 당해 출원에서 그 조성, 구조 또는 다른 시험가능한 변수를 참조하지 않고는 그 물
을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허용된다.

(4) 미국
□ In re Thorpe, 777 F.2d 695, 698, 227 USPQ 964, 966 (Fed. Cir. 1985)
【판결요지】
청구항은 노볼락 색체 현상제에 관한 것이다. 현상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가
능하다. 개발된 방법과 종래기술과의 차이는 더 고가인 사전에 반응되는 금속 카르복실레이
트를 첨가하는 것 대신에 별도의 성분으로서 금속산화물과 카르복실산을 첨가한다는 점이
다. 방법에 의한 물의 청구항은 최종물이 선행기술 및 특허가능한 방법 모두에 있어서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절된다. 금속 카르복실레이트가 바로 첨가되지 않고
대신에 현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은 최종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 In re Garnero, 412 F.2d 276, 279, 162 USPQ 221, 223 (CCP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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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혼화에 의해 상호 접착된”은 청구항의 조성 구조를 한정하는 것이며, “용접된”, “혼합된”, “정치 연
마된”, “억지 끼워맞춤된”, “식각된” 등과 같은 용어는 구조적 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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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항의 수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5극 특허청 모두 청구항의 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발명의 단일
성 요건과 청구항의 수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 적용23) 등을 통해 하나의 출원에 포
함될 수 있는 발명의 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유럽 특허청은
특별한 사정24)이 없는 한 독립항의 수를 하나의 카테고리당 하나의 독립항을 갖도
록 제한하고 있다.25)

나. 정리 및 고찰
현재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다른 특허청과 동일하나 청구항의 수에 따른 수
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수료 감액을 위해 다중
종속항을 사용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또한 다중 종속항을 많이 이용하는
출원인에 비해 적절한 수의 다중 종속항을 사용하는 출원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명에 대해 하나의 발명에 대
한 심사료를 징구함으로써 다른 청구항에 따른 심사료와도 형평성이 없게 되므로
적어도 다중 종속항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
로써 심사부담을 줄이고 또한 출원간의 형평성을 조정․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예를 들면, 미국은 독립항의 수가 3개 이하이고, 전체 청구항의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료를 징수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징수함과 아울러 다른 청구항을 다중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대해서
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24) EPO 심사가이드라인 C-Ⅲ 3.2.
특별한 사정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상호 관련된 복수의 물
- 물 또는 장치의 복수의 상이한 진보적 용도
- 특정 과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의 예
25) EPC 규칙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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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표시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특허법 제42조 제6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
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
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O는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PO는 EPC 제43 규칙
(1)에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관점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을 정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EPC 규칙 43(1) 및 (3)에서 “독립 청구항은 발
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항은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SIPO는 전리법 실시세칙 제21조에서 “독립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적 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종속청구항은 부가적 기술적 특징을 사용하여 인용되는
청구항을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SPTO는 청구항에 “기술적 특
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정리 및 고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
로 발명은 원칙적으로 기술적 사항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청구항에는 출원인이 보
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란 발명의 정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술적 사항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각국의 규정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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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은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PO는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우리나라의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의 규정과 다소 다른 뉘앙스
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JPO나 EPO 모두 이를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서 제외하면서
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이들 규정은 단지 확
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KIPO와 동일하므로 결국 이러한 차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
과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주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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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기술적 사항/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

가. 비기술적 사항의 기재
KIPO는 “청구항에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지역, 판매처 등 발명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이 된다”고 규
정26)하고 있고, JPO는 “청구항에 판매 지역, 판매원 등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적이 아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36조 제6항 제2호 위반이
된다.”고 규정27)하고 있다.
또한, EPO도 상업적 장점을 청구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기술적 사
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SIPO는 “청구항의 용어는 간결하여야 하며, 기술특징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원인 또는 이유에 대한 불필요한 서술을 하거나 상업선전 용어
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28)하고 있으나, USPTO는 이에 대해 특별히 설명
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각국의 특허청은 청구항에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지역, 판매처 등
발명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발명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하고 있지 않다.

나.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와 관련하여 EPO는 기술적 특징의 결과나 효
과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청구항이 물리적 실체(생산물,
장치)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목적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특허
청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26) KIPO 심사지침서 4130.
27) JPO 심사기준 I－1 2.2.2.1.
28)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12장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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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리 및 고찰

(1) 비기술적 사항의 기재 관련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
야 하는바, 청구항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지역, 판
매처 등의 비기술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간결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특허청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KIPO의 심사실무와 동일하므로 상기 주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규정은 불필요
하다.

(2)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 관련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가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구
항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간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명이 명확하지 않게 되므로 원
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장황하지 않고 발명이 추구
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기재하는 경우 오히려 발명을 특정하거나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학문적이거나 엄격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EPO의 “청구범위의 목적에 대한 기재는 발명의 정의에 도움이 되는 경
우 허용된다. 모든 특징이 구조를 한정하는 형식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라는

규

정29)은 참조할 만하다.

한편,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요건(명확성
및 간결성)이 충족되는 경우 목적이나 효과에 관한 기재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EPO는 “물리적 실체의 경우 목적의 표시는
특허가 허여된 사항의 범위에 대한 한정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관련
선행기술문헌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30)하여 한정사항으로 해석하거나 또

29) EPO 심사가이드라인 C-Ⅲ 2.1.
30)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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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기술을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기재된 경우 청구항의 구성에
의해 이러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자명하게 도출되는 경우에는 이 기재는 발명
의 구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목적 내지 효과를 단순히 확인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항의 해석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에 의해
이러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목적 또는
효과에 대한 기재는 이러한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으로 한정한다는
의사 표시로 보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심사관으로 하여금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서에 상기한 바와 같
은 취지의 심사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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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에 의한 정의

가.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한 청구항을 말한다. 여기에 ‘기능식 표현’이라고 함은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물리적 구조나 재료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이하
이와 같은 표현을 ‘구성적 표현’이라 한다)하지 않고 당해 구성요소의 기능 효과 성
질 등을 통하여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정한 기술적 구성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31)

나.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법 제42조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
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단이 가지는 기능 또는 작용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그 외에 발명의 구성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고 그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심사지침서 4113)

발명의 구성에는 구성 그 자체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기능에 관해서도 기
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기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구성
31) 박원규,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과 구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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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경우(예 : 컴퓨터 분야)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에는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어
떻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을 기재하여야 한
다. (심사지침서 4113)

(2) JPO
기능식 청구항과 관련하여 JPO는 심사기준에서 “기능·특성 등에 의한 물의
특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있어서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
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
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
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능·특성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발명의 구
성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고, 이 경우 당해 기능․특성 등을 가진 물건과
출원시의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때에는 발명의 범위는 명확한 것으
로 취급한다”32)고 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하고 있지 않다.

(3) EPO
EPO는 객관적인 관점으로부터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이 특징이 보
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으며, 전문가가 과도한 부담 없이 본 발명을 실행으로 옮
기기 위한 특징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을 조건으로 청구항에 기능적 용
어가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적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4) USPTO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3)에는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규정
32) JPO 심사기준 I－1 2.2.2.1.
33) 35 U.S.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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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 물질 또는 작
용 및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MPEP에는 (1)
조합(combination) 청구항에서 사용될 것, (2)수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것,
(3)기능이 존재할 것, (4)상응하는 구조에 대한 기재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34),35)

(5) SIPO
기능식 기재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물건 청구항은 가급적 기능이나 효과
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특징이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서
는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나 효과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규정된 실
험이나 조작 또는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 수단을 통하여 그 기능이나 효과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능이나 효과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적 한정의 기술특징에
대해서는 상기 기능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고 규정36)하고 있다.

다. 판례의 태도
그간 대법원은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에 대해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등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
An element in a claim for a combination may be expressed as a 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without the recital of structure, material, or acts in support thereof, and such claim
shall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material, or a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equivalents thereof.
34) 정차호, 기눙식 청구항,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0. 3).
① 발명의 기술분야나 기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구성적 표현으로 용이하게 기재할
수 있어 굳이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항을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함으로 인
하여 권리범위의 외연을 불분명하게 할 위험을 초래할 뿐인 경우에도 청구항이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과 다른 예외적인 해석방법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 (상기 논문 15면
6-11행) ② 필요성 요건의 구비 여부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내용, 공지기술의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박원규,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45),
568-574 참조.))
35) Northrop Grumman Corp. v. Intel Corp., 325 F.3d 1346, 1350, 66 USPQ2d 1341 (Fed. Cir. 2003).
36) SIPO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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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기능적 표현을 포함한 결과 청구항의 발명이 불명확한 경
우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최근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에서 청구항에 기능식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첫째 종래의 기술적 구
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를
들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
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방법도 아울
러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의 판결에서 뿐만 아니라 다
른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청구항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몇몇은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방법37)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몇몇
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취
하기도 한다.

라. 검토 및 정리
그간 특허청의 실무와 법원은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능식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38)하였으
나, 2007년 개정된 특허법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3호를 삭제하면서 제6항을 신
37)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해석하며, 이 경우에도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만 허용될 뿐 특허발
명의 기술적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 해석방법을 일컫
는다.
38) 대법원 1998. 10. 18. 선고 97후1344 판결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식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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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청구항의 발명을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종전에 문제되었던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의 기재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청구범위의 기재는 이에 근거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
단함과 더불어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가 이러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물의 범위(발명의 범위)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항에 이러한 기
능식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기능식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 기능식 청구항 인정조건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조합하면, 청구항에 기능식 표현이 포함될 수 있
는 인정조건으로서
①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물을 특정하
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
② 특징이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으며, 전문가가 과도한 부담 없이 본
발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특징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상기의 조건은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서 내걸고 있는 조건
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은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 물
질 또는 작용 및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JPO이나 EPO는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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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명의 상세
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여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5항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
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만이 기재 및 도시되어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
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 할 것이고”라고 판시39)함으로써
USPTO와 거의 똑같이 해석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청구범
위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상기 대법원의 판시 내용과 같이 발
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도 곤란하며, 또한 출원인도 자신이 작성한 청구범위의 외연도 명
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능적 청구항을 해
석할 때에는 일반적인 청구항과 마찬가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PO의 심사지침서에는 기능식 청구항의 인정요건으로
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단
이 가지는 기능 또는 작용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그 외에 발명의 구성을 달리 표현
할 적절한 방법이 없고, 그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중 “그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규정은
외국 특허청의 심사지침과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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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는 조건과 사뭇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KIPO의 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심사관이 청구항을 판단할 때 청구항
에 기능식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이 기능식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
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절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다
소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KIPO의 삼시지침서에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상 살펴본 바를 기초로 하여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바람
직한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청구항에 이른바 기능적 기재가 포함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① 청구항에 기능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능적 기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
적 구성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기술적 구성만으로 청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음에도 기능적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발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③ 상기 ②의 절차에 의해 특정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하여 특허결정여부를 결
정한다.
한편, 상기 ②의 절차에 의해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한 결과, 그 특정된 발명의 기
술적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재가 불비하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통지한다. 이때 심사관은 이 거절이유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요건 위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 위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마.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1344 판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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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
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
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
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
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판결요지】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 또는 올
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및 그 조절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형태 1의 UL5, UL8, UL13, UL29, UL30, UL39, UL40, UL42와
UL52 오픈 리딩 프레임(open reading frame) 가운데 하나에 상응하는 헤르페스 바이
러스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RNA 또는 DNA와 특이적으로 교잡되고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가 상기 특이적 교잡에 효과를 미치기에 충분한 동일성과 수를 갖는 뉴클레오티드 단
위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
고뉴클레오티드 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라고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하여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의 기능적 표현만으
로 정의한 것인데, 실시례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뉴클레오티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청구하는 것
이 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
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
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42조 제
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
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124
-

연결부'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14)(18)와 연결클립(15)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
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판결요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
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
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
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참조).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판결요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
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
우, 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
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
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9798
【판결요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
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 거나 확장하
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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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
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BM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 등에 있어서는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
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또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 또는 작용
효과 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이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표현된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효과
를 위한 기술적 구성 및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의 기술
적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시례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참작을 통해 드러나는 기술사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적
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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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호한 용어의 사용

가. KIPO의 심사실무

아래와 같은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
받침되며 발명의 특정(特定)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29)
-「주로」,「주성분으로」, 「주 공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
가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을 제외하고」,「…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수치한정발명에서「…이상」, 「…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
이 불명확한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다만, 0을 포함
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

아니라

임의

성분인

경우에는

제외)

또는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
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나. 정리 및 고찰
5극 특허청 모두 청구항에 비교의 기준 또는 정도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청구된 발명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5극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견해를 달리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항에 용어「약」의 사용
5극 특허청은 청구항에「약」또는「대략」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은 동일하나 「약 150 ∼
180℃」와 같이 수치범위 앞에「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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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처리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명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
는 경우, 예를 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여기서 약 90도란 …라는 조건 하에서
는 89∼91℃ 범위를 의미하고, …라는 조건 하에서는 88∼92℃ 범위를 의미한다」
고 기재한 후에 청구항에「약 90℃」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하에
서는 허용40)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심사지침서에 이에 대한 기재를 부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청구항에「제외하고」, 「∼가 아닌」등의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① KIPO
KIPO는 청구항에 「… 을 제외하고」,「…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다
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
받침되며 발명의 특정(特定)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29)고 규정하고 있다.

② JPO
JPO의 심사기준에서는 “「제외 클레임」이란 청구항의 발명에 포함되는 일
부 사항만을 해당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한 청구항을 말한
다”고 규정41)하고, 청구항에 부정적 표현(「… 을 제외하고」,「…이 아닌」등)이
있어서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42)하고
있다.

40) EPO 심사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PCT에서도 또한 같다.
41) JPO 심사기준 제Ⅲ부 제1장 4.2.
42) JPO 심사기준 제Ⅰ부 제1장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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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PO는 청구항을 보정할 때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기재를 남긴 채, 보정에 의하여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는 「제외
클레임」은 제외 후의「제외 클레임」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이면 충족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ⅰ), (ⅱ)의「제외 클레임」으로의 보정은 예외
적으로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인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43)
(ⅰ)청구항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겹치기 때문에 신규성 등 (제29조 제1항
제3호, 제29조의 2 또는 제39조)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정 전의 청구항
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중복되는 사항만 제외하는 보정.
(ⅱ)청구항의 발명에「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법 제29조 본문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혹은, 동법 제32조에 규정된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사람」이 제외되면 당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사람」만을 제외하는 보정.

③ EPO44)
EPO는 부분제외 청구항(disclaimer)이란 일반적으로는 선행기술에 기재된
실시예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되는 부정적 표현을 말
하며,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한정을 사용하여 청구항을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로서 출원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 중 특허성이 없는 것
을 삭제하거나, 출원 명세서에서 특징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EPO는 이러한 부정적인 한정은 청구항에 긍정적인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 주제를 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게 한정할 수 없거나, 청구항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EPO는 청구항을 보정할 때 선행기술과 청구된 주제와의 중복을 이유
로 부분 제외함으로써 청구항이 감축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 EPC 123(2)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EPC 54(3) 및 (4)에 의한 신규성의 회복.
43) JPO 심사기준 제Ⅲ부 제1장 4.2.
44) EPO 심사가이드라인 C-Ⅵ 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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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PC 54(2)에 의해 우연한 예상(accidental anticipation)에 의한 신규
성의 회복.
(ⅲ)EPC 52 내지 57에 따라 주제를 삭제하는 것이 비기술적인 이유로 특
허성이 부정된 것을 회복하는 것.

또한 EPO는 다음의 경우에 일부제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ⅰ)작동하지 않는 실시예를 삭제하거나 불충분한 발표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ⅱ)기술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EPO는 특히 아래의 경우에 부분제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ⅰ)한정이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ⅱ)상충하는 출원 하나를 기초로 허용 가능한 일부제외는 EPC 54(3),
54(2)에 따른 분리된 선행문헌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나타내며, 청구된 발
명의 우연한 예상이 아닌 경우
(ⅲ)상충하는 출원을 기초로 한 부분제외는 EPC 83에 따른 결함을 제거하
는 경우

마지막으로 EPO는 “일부제외는 단지 신규성을 회복하거나, 비기술적 이유
로 특허성으로부터 제외된 주제를 청구범위로부터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일부
제외를 포함하는 청구항은 EPC 84의 명확성과 간결성에 부응하여야 한다. 특허의
추명성을 위해 제외된 종래기술은 EPC 규칙 27(1)(b)에 따라 명세서에 표시되어
야 하고, 종래기술과 일부제외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USPTO

미국은 일부제외 청구항과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규칙45)에서 아래와 같이
45) USPTO MPEP 706.03(u) Disclaimer
Claims may be rejected on the ground that applicant has disclaimed the subject matter involved.
Such disclaimer may arise, for example,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A) make claims suggested for interference with another application under 37 CFR 41.202(c),
(B) copy a claim from a patent when suggested by the examiner, or
(C) respond or appeal, within the time limit fixed, to the examiner's rejection of claims copied from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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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관련 주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청구항은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제외는 예를 들면, 출원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A) 37 CFR 41.202(c)에 근거하여 다른 출원과의 인터피어런스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 경우,
(B) 심사관에 의해 지적되었을 때 어떤 특허로부터 청구항을 복제하지 않
은 경우,
(C) 어떤 특허로부터 복제한 청구항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해 소정 기
한 내에 대응하지 않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분제외에 근거한 거절은 부분 제외된 주제와 특허성이 구별되지 않는 모
든 청구항 및 이 청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구항 모두에 적용된다.

(나) 검토

① 부분제외 청구항의 허용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SPTO는 부분제외 청구항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이며, JPO와 EPO는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을 조건으로 부분제외 청구항을 허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청구범위의 기재는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맡겨 두어야 하고, 청구
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야 하므로, 어떤 전체 집합에서 일
부를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 전체 집합이 명확하여 결과적
으로 그 중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집합이 명확하여 청구범위가 일의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독립항에서 발명을
구성하는 특정 구성요소가 1 내지 10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
The rejection on disclaimer applies to all claims not patentably distinct from the disclaimed subject
matter as well as to the claims directly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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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항에서 상기 10개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 중 2, 3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
분이 명확하므로 청구범위의 발명이 특정된다.

한편, 인용되는 청구항에서 특정 구성요소를 제외한 결과, 오히려 인용하는
청구항의 청구범위가 인용되는 청구항의 범위보다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도 인용되는 청구항으로부터 제외되는 구성요소가 명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된
발명이 명확한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보정에 의해 부분제외 청구항이 도입된 경우와 관련
보정에 의해 부분제외 청구항이 도입된 경우와 관련하여 JPO와 EPO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① 보정에 의해서도 발
명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② 청구항에서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신규성이 회
복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제언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는 부분제외 청구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
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정과 관련하여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KIPO의 심사지침서에 부분제외 청구항으로의 보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규정은 신규사항이 도입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JPO와 EPO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면서 아울러 미완성 발명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①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할 것.
③ 청구항에서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신규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
④ 부분적으로 제외되더라도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달성될 수 있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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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한 또는 하한만을 나타내는 수치범위의 한정
USPTO나 EPO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KIPO와 JPO는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게 되는 예로서 “수치한정발명에서「…이상」, 「… 이
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
치한정을 한 경우(다만,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 아니라 임의 성분인 경우
에는 제외)”를 들면서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46)47)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 관련 판례

(1) 유럽

□ T 323/97
【심결요지】
"부정적인” 기술적 특징을 청구항에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실시예를 배제하게 되는
특허에 대한 보정은 “일부 포기(disclaimer)”에도 불구하고 EPC 조약 제123(2) 및（3）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다.

□ G 1/03, G 2/03
【심결요지】
I. 부분포기(disclaimer)를 도입하여 청구항을 보정하는 것은 부분포기 또는 이에 의해 청구
항으로부터 배제된 주제가 출원시의 명세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EPC 조약
123(2)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
II. 출원시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포기의 허용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1. 부분포기는 다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46) KIPO 심사지침서 4129.
47) JPO 심사기준 제Ⅰ부 제1장 2.2.2.1.

133
-

- EPC 조약 제54(3) 및 (4)조에 따라 종래기술에 대해 청구항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신규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 EPC 조약 제54(2)조에 따라 우연한 예상에 대해 청구항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신규
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및; 이때 우연한 예상은 당업자가 발명을 할 때 전혀 관련이
없거나 청구항의 발명과 동떨어져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 EPC 조약 제52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비기술적인 이유로 특허성으로부터 배제된
주제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것인 경우
2. 부분포기는 신규성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기술적인 이유로 특허성으로부터 배제된 주제
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상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진보성 또는 개시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부분포기는 EPC
조약 제123(2)조의 규정에 반하여 주제를 추가한다.
4. 부분포기를 포함하는 청구항은 EPC 조약 제84조의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2) 일본
□ 지재고판 평성 20.5.30 평성 18(행케)10563
【판결요지】
「부분제외 청구항」으로 하는 보정은 본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접근방법
은 적절하지 않다. 즉, 「부분제외 청구항」으로 하는 보정과 같이 보정사항이 소극적인 기
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정사항이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일 때에는 적극적인
기재를 보정사항으로 하는 경우와 똑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
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역으로 보정사항 자체가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적 사항이 도입되는 것으로 되는 성질의 것
이 아니다. 따라서「부분제외 청구항」으로 하는 보정에 대해서도 『당해 보정이 명세서 등
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명세서 등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과의 관계에서 보정이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취급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3) 미국
□ Playtex Products, Inc. v. Proctor & Gamble Company（CAFC2005）
【판결요지】
청구항 1의 일상적인 언어 즉, “실질적으로 편평한”은 완전히 편평한 면을 요구하거나
제작공차 내에서 편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78 특허는 완전히 제작시방서의
수준에서의 탐폰 적용장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의 해석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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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편평한 표면”이라는 용어는 모호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상세한 설명의 파라미터 범주 내에 있다.
“‘실질적으로’라는 용어는 ‘완전한’이라는 의미보다 ‘근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 있는
수정자이다.” Liquid Dynamics, 355 F.3d at 1368. 그러나 지방법원이 채택한 “실질적으로
편평한 표면”에 대한 정의는 청구된 적용장치의 파지부 표면의 편평도에 대해 수치적인
공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본 법원의 최근의
판결과 배치된다. Cordis Corp. v. Medtronic AVE, Inc., 339 F.3d 1352, 1361 (Fed. Cir.
2003) 사건에서 우리는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언어에 대한 해석을 벗어나 좁게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명확하고 잘못될 수 없는 부분포기”가 없는 한 이 용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대부분 또는 대체적으로 균일한 두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라는 용어에 정교한 수치적 한정을 지우는 것을 부정한다. 더구나
Anchor Wall Sys. v. Rockwood Retaining Walls, Inc., 340 F.3d 1298 (Fed. Cir. 2003)
사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행하는’은 정확히 평행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일탈을 계획”하며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와 같은 어림을 나타내는 단어는 정의된
파라미터에 대한 엄격한 수치적 경계를 피하기 위해 특허 청구범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설명적인 용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입장에서 우리는 [Anchor
Wall 특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부사 ‘일반적으로’라는 용어는 평행의 의미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도 ‘일반적으로 평행하는’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음을 인지한다.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에서 ‘실질적으로 편평한 표면’을
청구하고 있는 청구항에서 Playtax는 편평한 표면 이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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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의 부가적/선택적 기재와 택일 형식의 기재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등
의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29)

(3) 마쿠쉬(Markush)형식 등 택일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상호 유
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2이상의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성요소를
마쿠쉬(Markush)형식 등 택일형식으로 하여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② 택일형식에 의한 기재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에 다음 (ⅰ)(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구성요소는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모든 구성요소가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活性)을 가지며,
(ⅱ)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 모든
구성요소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 군
에 속할 경우 (심사지침서 4127-4128)

(2) JPO
「소망에 따라」,「필요에 따라 」등과 같은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표현이 있을 때에는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며,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서 그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필요한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사기준 I－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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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2이상의 선택
요소가 있고 그 선택요소 끼리가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제2호 위반으로 한다. (심사기준 I－1 2.2.1.1)

(3) EPO
하나의 청구항에서의 선택적 형식은 많은 경우 청구항 세트를 가능한 한 간
결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소위 마쿠쉬 그룹화에 의해 포함되
는 큰 화합물군을 가진 화학 분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마쿠쉬 청구항은 하나
의 청구항에 다수의 선택적 사항을 가지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특징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청구항을 불명확하
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선택적 사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로드 또
는 와이어」등과 같은 기재는 명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치환체(화학적 또는 비화학적)를 정의하는 소위 마쿠쉬 형식도 규칙 13.2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환체가 유사한 성질의 것일
때 비로소 기술적 상호관계 요건과 규칙 13.2의 규정에 따른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USPTO
마쿠쉬 그룹은 청구항에 선택적인 표현을 제공하며, 이 마쿠쉬 그룹은 출원
인이 커버할 것을 원하는 분야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총괄적 표현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마쿠쉬 그룹이 방법 또는 (단일의 화합물이 아닌) 조합을 기재한 청구항에
존재하는 경우, 청구된 관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공
통의 속성을 가지는 그룹의 멤버가 명세서에 개시되면 충분하고, 또한 바로 그 성
질로부터 또는 선행기술로부터 그것들 모두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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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 그리고 마쿠쉬 표현이 화합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룹화의 타당
성은 화합물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판단되며, 마쿠쉬 표현의 멤버내의 특성군이 있
다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MPEP 803.02).

나. 판례의 태도
임의 부가적 기재에 대한 판례는 보이지 않으며, 택일적 기재에 관해 특허
법원은 2005. 6. 23. 선고 2004허4730 판결에서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구성요
소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소들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택일
적 기재형식의 청구항에 대한 KIPO의 심사실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 정리 및 고찰

(1) 임의 부가적/선택적 기재
5극 모두 청구항에「바람직하게는」,「예를 들면」, 「등」또는「보다 구체
적으로는」등의 선택적 또는 임의 부가적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표현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
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EPO는 심사가이드라인에서 “청구
항에「바람직하게는」,「예를 들면」,「등」또는「보다 구체적으로는」등의 표현은
한정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모호성만 도입할 수 있다48)고 하여 한정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택일적 기재
48)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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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여러 개의 선택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소위 택일 형식의 청구항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데, KIPO와
JPO는 그 요건으로서 선택사항끼리가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질 것을 요구하
고 있는 반면, EPO는 “유사한 성질”, USPTO는 “공통의 속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
고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실무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한편 선택사항끼리가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
우 서로 치환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선택
사항이 서로 치환가능하지 않는 경우 장치나 구조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발명이
특정되지 않거나 발명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심사지침서에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심사지침서의 “선택사항끼리가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선택사항끼리가 상호 유사한 성
질 또는 기능을 가지며 서로 치환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라. 관련 판례

□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4730 판결
【판결요지】
살피건대,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구성요소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소
들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원형봉 형태의 접지극에서 원추부는 매설
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판 형태의 접지극에서 요철면은 매설 시 토양 바닥면과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도
“원형봉 형상의 접지극(10)을 매설하기 위하여 이동식 드릴머신을 이용하여 직경 5cm, 깊
이 1.8m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장소는 콘크리트 부
분 채취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층을 제거한 다음 드릴머신으로 구멍을 뚫는다. 여기서 원형
봉 형상의 접지극을 상기 구멍에 삽입하는바, 하부에 형성된 원추부(24)가 뾰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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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용이하게 삽입 고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판 형상의 접지극도 마찬가지로
매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약 1m의 깊이로 판 후, 판 형상의 접지극을 위치 고정시키는바,
저면에 요철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낸 토양 바닥면과 견고하게 부착된다.”고 기재되
어 있는바, 위 원형봉 형상과 판 형상의 각 구성은, 매설방법이 서로 상이하며, 원형봉 형상
은 용이하게 삽입하기 위한 것이고, 판 형상은 토양의 바닥면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접촉면
적을 넓게 하여 접촉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 및 기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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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달성하여야 할 목표에 의해 발명을 정의하려는 청구항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심사지침서에 이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JPO
JPO는 “청구항에 이루고자하는 결과에 의해 물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수단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통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규정49)하고 있다.

(3) EPO
EPO는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으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발명이 달성되어야
할 목적으로만 정의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다른 기술적 특징과 조합하여 발명
의 특징의 하나로서 달성하여야 할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다만 이러한 표현이 청구항에 기재될 수 있는 경우는 발명을 정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결과가 명세서에서 적절히 특정된 시험 또는
절차에 의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한다”50)고 규정하고 있어 JPO의 규
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4) USTPO
USPTO는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49) JPO 심사기준 I－1 2.2.2.1.
50)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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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리 및 고찰
JPO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항에 이루고자하는 결과에 의해 물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기재가 일부 구성이 가지
는 기능을 확인하여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성의 기능을 한정하기 위한 것인
지도 불명확할 때가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 이러한 기재가 포한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
한 기재가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물론 청구범위가 일의적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하여 보정하게 하거나 적어도 그 의도를 파
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심사지침서에 JPO의 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
사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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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학 혹은 수학의 반응식 또는 수식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심사지침서에서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51), 실무적으로는 허용하
고 있다.

(2) JPO
JPO에서는 특허법시행규칙에 따른 명세서 관련 양식52)에서 “화학식 등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 화학식의 기재 전에「【화학식1】,【화학식2】」와
같이 기재하고, 수식을 기재하려고 할 때는 수식의 기재 전에 「【수학식1】,【수학
식2】」와 같이 기재하며, 표를 기재하고자 할 때는 표의 기재 전에「【표 1】,
【표 2】」와 같이 기재하며 순서에 따라 연속 부과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EPO
EPC 규칙 35(7))53)은 “명세서, 청구항 및 요약서는 화학식 혹은 수학 방정
식 또는 수식을 포함할 수 있다··」. 청구항은 그 주제가 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경우에만 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가이드라인54)에서는 “청구항
51) 특허법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5(명세서)에서도 청구범위에 화학식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안
내하고 있지 않다.
52)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9의2호.
53) EPC Rule 35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the presentation of the application documents
(11) The request for the grant of a European patent,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abstract shall
not contain drawings.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abstract may contain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The description and the abstract may contain tables. The claims may contain
tables only if their subject-matter makes the use of tables desirable. Tables and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may be placed sideways on the sheet if they cannot be presented satisfactorily
in an upright position thereon; sheets on which tables or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are
presented sideways shall be so presented that the tops of the tables or formulae are at the left side of
th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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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명세서에서와 같이 화학식 또는 수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USPTO
발명을 정의하기 위해 청구항에서 화학식, 수학 방정식 또는 수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나. 정리 및 고찰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표현 방식의 하나로서 반응식, 수식 또는
화학식이 포함될 수 있음은 굳이 심사지침서나 규정으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현재 명세서 서식55)에서 기재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서식 상에서 청구범위에도 수학식이나 반응식이 포함될 수 잇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수학 혹은 화학 방정식 또는 수식에 사용된 여러 가지 용어가 상세한
설명에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서 다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청구항은 그 자체로서 명확하여야 하므
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54)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2.4.
55)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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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 인용부호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명세서 중에 도면의 특정 개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
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도면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5)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
재를 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
면의 기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용에 의
한 기재를 인정한다. (심사지침서 4130, 4131)

(2) JPO
JPO는 청구항에 기재된 도면 인용부호의 취급에 대해 특허청구범위와 관련
된 양식56)에서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출원서에 첨부
된 도면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 이용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도
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하고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
석하지 않고 있다.

(3) EPO
EPC 규칙57)에 “유럽 특허출원에 도면이 포함하는 경우 청구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특징에 괄호를 붙여 인용부
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인용부호는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
56)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9의2의 [비고] 14.
57) EPC Rule 29(7).
Rule 29 Form and content of claims
(7) I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contains drawings, the technical features mentioned in the claims
shall preferably, if the intelligibility of the claim can thereby be increased, be followed by reference
signs relating to these features and placed between parentheses. These reference signs shall not be
construed as limiting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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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4) USPTO
USPTO는 MPEP58)에서 “청구범위에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서 인용된 구성요소
에 대응되는 인용부호를 청구범위에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때 “이 도면 인용부호
는 청구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JPO나 EPO
와 마찬가지로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정리 및 고찰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5극 특허청 모두 도면에 도시된 특정 구성요소의
도면 인용부호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청구항을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항에 도면 인용부호를 기재할 궛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면 인용부호가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에 잇어서도 모두 이러
한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것으
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KIPO의 심사지침서에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
다고 본다.

다. 관련 판례

58) USPTO MPEP 608.01(m) Form of Claims
Referenc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elements recit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recitation of the same element or group of elements in the claims.
The reference characters, however,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so as to avoid confusion
with other numbers or characters which may appear in the claims. The use of reference characters is
to be considered as having no effect on the scope of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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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후857 판결
【판결요지】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
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의 범위
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판결요지】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
해하기 위한 보조적인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걸림턱의 도면번호 16,
17의 기재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으로 보완하여 청구범위에서 위와 같은 진열장 상
판 받침턱(101)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101)과 조립대의 받침턱(22)의 결합관
계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2) 일본

□ 동경고등법원 소화 60년 10월 23일 소화 59(행케)제168호
【판결요지】
여기서 우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부호에 대해 생각해보면 실용신안법 시행 규
칙 제2조에 의한 양식 제3의 비고 12의ロ에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를 이용하여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부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문언하에 괄호에 의해 부가
된 부호는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
을 가질 뿐, 그 범위를 넘어 상기 부호만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한정
하는 것과 같은 기능까지는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지재고등법원 평성 19년 2월 22일 평성 18(행케)10126
【판결요지】
특허청구의 범위에는「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모두를 기재하여야」(특허법 제36조 제5항)하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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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특허법시행 규칙 양식 29의 2의 [비고] 14의ロ)는 것
이 허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항의 기재서 실시예에 관한 도면의 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당해 실시예에 관한 구체적 구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당해 실시예에 관
한 구체적 구성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특정되는 것도 아니다.

(3) 유럽

□ T 237/84
【심결요지】
1. 청구항에서의 도면 참조부호는 청구항의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한 것이다(EPC 규칙
29(7)). 이들 조면 참조부호는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위한 것이며 이
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더욱 간결하게 한다(EPC 조약 84).
2. 도면 인용부호를 삽입하는 목적에 관한 진술을 유럽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은
지정국의 국내법원이 이러한 진술이 없는 경우 청구항이 이러한 삽입된 도면 참조기호에 의
해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EPC 규칙 34(1)(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과 같이 “명백히 상관없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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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참조에 의존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
재를 대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들의 대용에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예: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성분조성 상호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 수
치 또는 문장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첨부도면 제1도의 점
A( … ), B( … ), C( … ), D( … )로 둘러싼 범위내의 Fe․Cr․Al 및 2%이하의 불순
물로 구성되는 내열전열합금」과 같이 도면을 대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침
서 4130-4131)

(2) JPO
JPO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로 대용되고 있는 경우 도면은 다의적으로 해석되며, 모호한 의미를 가지는 등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합금 성분 조성 상호간에 특정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수치 또는 문장에 의한 것과 동등한 정도로 도면을 인용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서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더라도 발
명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사기준 I－1 2.2.2.1)

(3) EPO
EPO 역시 청구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59)고 규정하고, 심사가이드라인60)에서는 예를 들면, 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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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문헌으로 또는 수식에 의해 쉽게 정의할 수 없으나 도면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있는 특이한 형태를 포함하는 발명이나, ②그 일부의 특징이 그래프나 다이어그
램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화학제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이나 도면을 인
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하고 있다.

(4) USPTO
USPTO는 MPEP61)에서 “청구범위는 가능한 한 그 기재 자체로서 명확하여야 한다.
특정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여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언에 의해 적절하게 발명을 정의
하기가 곤란하고 도면이나 표를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보다 더 간결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
이 아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청구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청구범위에 설명이나 도면을
인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 판례의 태도
특허법원은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고 있는 청구항에 대해 “고안의 성격에 따
라 고안의 보호범위와 기술구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범위
에 도면을 인용하거나 직접 도면이나 그림으로 도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추상적 기술사상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형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형상을 글이 아닌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X자형, L자형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고안의 구성을
표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안이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개의 형상으로 된 발명을 문자로 설명할 경우 그 작성 및 이해에 과도한 노력이 필
59) EPC Rule 43(6).
60)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7.
61) MPEP 2173.05(s) Reference to Figures or Tables
Where possible, claims are to be complete in themselves. Incorporation by reference to a specific
figure or table "is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define the invention in words and where it is more concise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an duplicating
a drawing or table into the claim. Incorporation by reference is a necessity doctrine, not for applicant'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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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오류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림으로 도시함으로써 간결하게 그 형
상을 특정할 수 있고, 단위블록을 이루는 단위 정육면체의 개수와 그 연결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글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단위블록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림으로 더욱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의 일부로 그림을 도시하였다고 하여
고안의 구성이 불명료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62)라고 하여 일정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구성의 일부를 도면으로 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정리 및 고찰
3극 특허청 모두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명세서나 도면을 이용하여 정의하
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명세서나 도면을
인용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
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KIPO의 심사지침서의 규정 및 심사실무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의 KIPO의 심사지침서에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
다고 본다.

라. 관련 판례

□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624 판결
【판결요지】
청구범위가 불명료한지 여부는 고안의 구성을 나타내는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 등이 불명
료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고안의 성격에 따라 고안의 보호범위와
기술구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범위에 도면을 인용하거나 직접 도면
이나 그림으로 도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추상적 기술사상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형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형상을 글이 아닌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
(X자형, L자형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고안의 구성을 표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안이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에서도 문자로 34종 53개의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설명할 경

62)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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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작성 및 이해에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류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림으로
도시함으로써 간결하게 그 형상을 특정할 수 있고, 단위블록을 이루는 단위 정육면체의 개
수와 그 연결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글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단위블록들
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림으로 더욱 한정하고 있어서,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의 구성에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구성의 일부로 그림을 도시하였다고 하여 고안의 구
성이 불명료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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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당하게 넓음(실시 불가능한 주제를 나타내는 청구항)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의 실시의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
지만,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포함된 특정한 실시의 형태는 특이점이 있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지침서 4120)

(2) JPO
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한 결과 청구항의 발명에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 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JPO는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서 ①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도 시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도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
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③ 청구항에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특허가 청구된 경우를
들고 있다.

(3) EPO
EPO는「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출원시의 출원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실
험 또는 분석에 대한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명세서에서 특정 교시를 청구된 전
분야로 확장될 수 없다고 믿는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항
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명세서 내에 기
재된 사항이 명백히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
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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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PTO
USPTO는 35 U.S.C. 112, 제1항에서「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당업자에
게 제공되는 실시 가능성의 범위와 합리적인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MPEP에서는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발명자가 실제로 자신의 발명의 일부로
간주하는 주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② 과도한 실험 없이도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의
범위 전체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며, ③ 실시 가능성의 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이내이어야 하고, 또한 ④ 당업자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 요구
되는 이상의 노력을 소비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
받침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
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63)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5.11. 선고 2004후1120 판결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
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6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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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여야 한
다는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
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
준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다. 정리 및 고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
한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와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여부
KIPO
JPO
EPO
USPTO
대법원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을 것
개시 또는 시사되고
있을 것
출원에 개시된 정보에
기초
자신의 발명의 일부로
보아야 함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과도한 실험

일반화

-

-

-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함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것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것
-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함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함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함

위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국 특허청과 대법원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관련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개시 내지 시사되어 있
어야 하고, ②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
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으며, 다만 EPO와 USPTO는 이에 더하여 과도한 실험이 요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보아”라
는 표현 속에는 이미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는 것”이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결국 각국의 심사실무와 대법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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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 위 대법원의 2006.5.11. 선고 2004후1120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각국의 심사실무와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방안을 제시한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후1120 판결
【판결요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
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
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후3362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
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
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후3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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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
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후776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
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
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
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
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참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과 제
4항의 규정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이하 '평균적 기술자'라 한다)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
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위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기
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
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등 참조).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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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고판 평17.11.11 2005년(행케)제10042호
【판결요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대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해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여부 또는 그 기재나 시사가 없더라도 당업자가 출원시
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해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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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면

1. 명세서에서의 도면의 의의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
허법 제42조제2항)
발명의 구성은 문장에 의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도면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다. (심사지침서 4121)

(2) JPO
출원서에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특허법 제36조 제2항)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청구항에
관련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심
사기준 I－1 3. 2(1))

(3) EPO
도면은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 비록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개시의

충분성

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헌을 제공하지만 도면(및 청구항)도 충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세서에서 참조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명시적
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특징이 도면에 명확히 개시되어
있는 한 도면은 청구항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도면의 목적은 명세서(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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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및 청구항의 해석을 돕는 것이다.

(4) USPTO
35 U.S.C. 113은 특허를 받게 되는 주제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도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인은 사례의 성질이 그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법령에 따라
도면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이 도면은 출원과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특히 화합물 또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발명을 포함하지만 도면은 많은 방법
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출원과 함께 제출된 도면은 발명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

(5) SIPO
도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부분이다. 도면은 그림을 이용하여 발명
의 상세한 설명 문자부분을 보충 설명하여 제3자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특징 및
전체 기술방안을 직관적,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기계 및
전기기술 분야의 전리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작용은 더욱 명확
하다. 그러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은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3)

나. 검토 및 고찰
도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특허출원된 발명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과 도면의 취급에 대해서는 5극의 심사실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상기한 우리 대법원 판례 97후2675 판결은 도면부호가 잘못 기재되
어 있고, 당업자가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데, 도면부호의 오기가 있는 경우라
고 해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단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오기로

160
-

인해 발명이 불명료해지는 경우에만 명세서 기재불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 생각된다.

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판결요지】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
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
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3도를 들어 특허청구범위를 설명하고 있
으나 제3도에는 테스트스위치가 도시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의 결합 및 작용관계가 불명료
한 점 등 본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다수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발명의
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판결요지】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
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
위의 기재 항에서 도면 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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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식요건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1) KIPO
도면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특허법 시행규
칙 제21조).

(2) JPO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할 도면은 양식 제30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3) EPO
도면의 양식은 제46 규칙에서 넓게 다루고 있다.

(4) USPTO
도면에 관한 기준은 37 CFR 1.84에 규정되어 있다.

(5) SIPO
전리법 실시세칙 제19조
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여러 개의 도면을 1장의 지면에 도시할 수 있으
며, “도1, 도2......”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 배열한다.
② 도면의 크기 및 선명도는, 그 도면을 3분의2까지 축소했을 때 여전히 뚜
렷하게 도면의 각 세부사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 언급되지 않은 도면부호는 도
면에 도시할 수 없고,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도면부호는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 언
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도면부호는 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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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④ 도면에는 필요한 용어를 제외하고, 다른 주석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 및 고찰
도면 작성의 방식 요건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양식을 정의하고 있다. 도
면 작성 실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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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결정구조, 금속조직, 섬유의 형상, 입자의 구조, 생물의 형태, 오실로스코프
등과 같이 별지 제16호 서식(기재요령2)의 제도법에 따라 작도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사진으로 실시예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을 표현한
사진으로 도면을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명료한 것으로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칼라사진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심사지
침서 4121)

(2) JPO
도면에 나타내는 대상이 현미경 사진, X선 사진, 결정 구조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도면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색채 사진은 심사에 참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식심사 편람 24. 11)

(3) EPO
사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칼라 사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발명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도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진이 다른 방
법으로 표시될 수 없는 정보(예를 들면 마이크로 사진)를 포함하는 경우 사진은 허
용된다(가이드라인 C-II 5.3).

(4) USPTO
사진은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
이 청구된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유일한 실제적인 매체인 경우 관청은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사진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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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도면 대신에 제출되는 흑백 사진은 37 CFR 1.84(b)를 충족하여야 한
다. 수리 가능한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진 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아래의 특징
을 가지는 인화지 위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하얀 색조의 매끄러운 표면의 두
꺼운 종이.

(5) SIPO
첨부도면은 공정 설계도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
2장 7.3)
일반적인 상황은 사진을 사용하여 첨부도면으로 삼을 수 없으나 특수 상황
하에서, 예를 들면 금속 결정 구조 혹은 조직 세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사진을
사용하여 첨부도면으로 할 수 있다.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1장 4.3)

나. 검토 및 고찰
5극의 심사지침은 허용되는 도면에 있어서 사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칼러 사진의 경우, KIPO는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JPO는 심사
에 참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EPO는 불인정하고, USPTO는
특별히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공보가 컬러로 제공되므로 컬러 도면, 또는 사진의 인
정에 있어서 타국가보다 관대한 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5극의 특허실무외에 PCT출원의 경우에는 도면 작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진의 경우에는 제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컬러 도면, 또는 사진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
가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는 동영상과 같은 영상
미디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첨부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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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IPO를 제외한 4극은 도면에 관하여 너무 까다로
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본다. 따
라서 5극간 심사지침의 통일화를 고려할 때 도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제언
기본적인 도면 작성에 관해서는 5극의 심사지침의 태도에 큰 차이가 없다.
도면 대용 사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결정구조, 금속조직 등)에 흑백 사
진을 인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5극의 심사지침은 일치한다.
문제는 컬러 도면의 인정에 대한 것으로서, KIPO는 실무상 컬러 도면의 제
출을 인정하고 있으나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4극의 지침에서는 컬러 도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컬러 도면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상 부호화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컬러 도면의 첨부가 특
히 요구된다.

따라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컬러 도면의 제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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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서

1. 요약서의 지위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KIPO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 제43조)

(2) JPO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할 때에만 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의 기재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특허법 70조 3항)

(3) EPO
요약서는 단순히 기술적 정보로서만 사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해, 특히

보

호범위를 해석할 목적으로 또는 저촉 출원간의 구별 목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제
85조).

(4) USPTO
개시에 대한 요약서는 35 U.S.C.11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명세서의 일부로서 해석되고 있다.
명세서에 기재된 개시에 대한 간단한 요약서는 별도의 용지에, 바람직하게
는 청구범위 다음에「요약서」또는 「개시에 대한 요약서」의 표제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요약서의 목적은 특허 상표청과 및 공중이 일반적으로 간단한 조사시에 기술
적 개시의 성질 및 요점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5) S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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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공개한 내용의 요약으로서 단지 일종의 기
술정보에 불과하며 법률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약서의 내용은 발명 또는 고안의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속하지 아
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전
리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전리심사지
침 제2부, 제2장, 2.4)

나. 검토 및 고찰
5극 특허청에 있어서 요약서는 기술 정보 제공 목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며,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참고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며,
SIPO는 이에 더하여 “요약서의 내용은 발명 또는 고안의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내
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요약서의 성격을 더욱 확실하게 밝히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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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서의 기재 방식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1) KIPO
[요약]란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
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적되, 400자 이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경우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기술분야
(2) 해결하려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효과 등
(시행규칙 21조제2항).

(2) EPO
요약서는 발명의 명칭을 나타내야 한다. 요약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
에 포함된 개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요약은 발명이 관련된
기술 분야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점, 발명에 의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책의 요지 및 발명의 주된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요
약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출원에 포함되는 화학식 중 발명을 가장 특징짓는 화학식
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명의 장점, 가치 또는 이에 대한 추측적인 형태에 관한 기재
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USPTO
요약서는 특허에 대한 기술적 개시에 대한 간결한 진술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명이 관련된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보고 형식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50내지 150어의 범위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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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요약서는 15행을 넘지 않는 텍스트로 기재한다.
프린터에 의해 컴퓨터·테이프상에 요약서용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15행을 넘는 텍스트 요약서는 길이에 있어서

150어를 넘지 않는지가 확인되

어야 한다. 요약서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첫 번째 통지서에
서 또는 그전의 결함이 발견된 심사 시점에 출원인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
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SIPO
전리법 실시세칙 제24조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요약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를 기재해야 한다. 즉,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과 해당 기술분야를 기재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요약은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공식
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이 있는 경우, 당해 발명 또는 고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 도면은 4㎝× 6㎝로 축소하였을 때 도면 중의 세부사
항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
할 수 없다. 요약에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나. 검토 및 고찰
요약 기재방식은 5극의 기준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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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타

1. 신규사항/보정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신규사항(new matter)의 추가 금지
5극 특허청은 발명의 개시를 보정함으로써 신규사항이 도입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2) 신규사항의 해석
KIPO는 “당업자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
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시하고, “자명한 사항이란 그 사항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기재는 없으나 당업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
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JPO는 “보정된 사항이 「당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한 사항」이라
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에 접한 당업
자이면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그 의미인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
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해하는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제시하여 KIPO와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USPTO에서는 당초의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은 통상 신규
사항이다.
SIPO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최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에 중
에 기재가 없던 기술 특징으로, 최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첨부도면에 기재된 내
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최
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제시한다.

(3) 신규사항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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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는 신규사항 추가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KPO는 주지․관용기술의 추가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PO는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서 청구항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사항 추가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USPTO나 SIP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검토 및 고찰
신규사항 추가와 관련된 심사지침의 태도에 대해서는 KIPO의 지침이 가장
상세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규사항 추가 외의 심사단계별 보정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KIPO
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의 보정은 청구범
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JPO는 한국과 대동소이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EPO는 이의신청 절차
에서의 청구항의 보정 범위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단계별 청구항의 보정 범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약간의 상이성을
갖고 있으나 출원인의 이익과 심사의 신속간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므로 5극 심사지침의 비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 제언
현재 신규사항의 판단과 관련하여 KIPO의 심사지침이 가장 구체적인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4극의 심사지침은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
이다. 따라서 향후 KIPO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5극 심사지침의 통일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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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세서 보정」및 「포대서류」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제출된 보정서는 출원서의 개시의 일부로서 취급된다는 점에서 5극 심사지
침의 태도는 일치한다.

나. 검토 및 고찰
본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검토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USPTO는 출원심사 동안에 보정서 외에 출원인이 제출하는 문서는
포대문서로 간주되며, 포대문서는 출원공개/발행되면 일반적으로 공개되나 발명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제시한다. 이는 EPO가 보정 외의 정보는
심사관에 의해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종류의 정보는 공중의 편람을 위해 공
개되는 파일의 일부에 추가된다는 것과 유사하다.

KIPO와 JPO는 필요시 출원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는 지침을 제시하지만 USPTO와 같이 기타 자료의 취급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침
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USPTO의 태도는 KIPO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침에서 명
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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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선서/선언

가. 각국 특허청의 규정
KIPO, JPO 및 SIPO는 선서/선언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EPO는 증거 제시 방법으로서 선서 공술서를 인정하며 상대방에 의해 주장
된 제기를 증명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출되는 것이고, USPTO는 출원의
출원일에 앞서 출원인의 발명의 완성을 보여주는 선서 또는 선언은 37 CFR 1.131
에 의해 규율되며, 거절을 부인하기 위한 선서 또는 선언은 37 CFR 1.132에 의해
규율되고, 선행기술로서 공통적으로 소유되는 특허 또는 공개된 출원을 무자격으로
하는 선서 또는 선언은 37 CFR 1.130에 의해 규율된다.

나. 검토 및 고찰
USPTO에서 인정하는 선서/선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FR 1.131 규정의 선서는 출원일보다 앞선 선행기술이 제시된 경우 그보
다 먼저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였거나 참증의 개시내용은 발명자로부터 지득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CFR 1.132 규정의 선서는 출원발명이 미국특허, 외국특허, 간행물 기재, 공
지공용 또는 동작불능 등의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이 그 인용자료나 거절이
유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CFR 1.131 규정의 선서/선언은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므로 다른 4극에서 채용할 것은 아니다. CFR 1.132 규정의 선서/선언은
EPO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언
KIPO나 JPO의 경우에 발명의 특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견서의 제출이
가능하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EPO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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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술서나 USPTO의 CFR 1.132 또는 1.130에 따른 선서/선언과 동일한 효과를 도
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선서/선언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2장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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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구항의 해석 기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
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1)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2)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3)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하여도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발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성에 대한 심
사를 하지 않고 명세서 등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심사지침서
2317)

나. JPO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JPO의 심사기준64)에는 “청구항에 관한 발명의
인정은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행한다. 이 경우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용어)의 의의를 해석
한다.”고 규정하고, 청구된 발명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1)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의 기재대로 청구된 발명을
인정한다. 이 경우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
미로 해석한다.
(2) 다만,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하여도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발명의 특정
사항)의 의미 내용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

64) JPO 심사기준 II-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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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해석할 때 그 정의 또는 설명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
면,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①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
려하여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행하되,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
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② 다만,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명세서 또
는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의 또는 설명을 고려하여 해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 EPO
EPC 제69(1)조는 “유럽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문언에 의해 결정되며. 다만 명세서 및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EPO의 심사가이드라인65)에서는 “심사관은 청구항으로부터 나오는 기
술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
는 청구항의 용어에 대해 엄밀한 문언적 의미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명세서가 명시적인 정의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용어
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청구항은 그 용어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의미 및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라 하여 용어 해석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라. USPTO
USPTO는 MPEP 2111에서 심사시 청구항을 해석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
는데, 그 주된 원칙은 판례66)의 판시내용에 기초하여 “(출원발명의) 청구항은 명세
서와 부합되는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져야 한다.”67)는 것이다. 또한 청구
항에 기재된 용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청구항의 용어는 명세서에 모순되
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의미”가 부여되며,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란 그 기술분야의 통

65)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
66) In re Hyatt, 54USPQ2d 1664, 1667（Fed. Cir. 2000). “during examination proceedings, claims are
given thei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
67) a.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Claims must be given thei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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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용어에 주어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를 가리킨
다.”고 풀이하고 있다.

마. SIPO
SIPO는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발명이 창조성을 구비하였는지 여
부는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명의 창조성에 대
한 평가는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68)
하고,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는
그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통상 청구항의 용어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떤 용어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 용어를 사용한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된 용어에 따라 명
확하게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69)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등에서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
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
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
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
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68)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5.4.
69)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2장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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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결정계 사
건에서는 ①청구범위의 문언기재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②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며, 이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 또는 침해판단 등을 위한 청구범위의 해
석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
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
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
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나아가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
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①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
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②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적 구성을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며, ③이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고, 다만, ④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 해석할 때 명세서
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결정계에 비해 위의 ④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권리범위를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
한정해석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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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에서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
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는 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②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의 용어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 정의대로 해석하고 있다.

3. 정리 및 고찰

가.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에 있어서 5극 특허청 모
두 청구범위의 기재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KIPO를 비롯한 JPO, EPO, SIPO와 달리 USPTO는 “청구항은 명세서
와 부합되는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져야 한다.”고 특히 규정하는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에 대해 미국의 법원은 “USPTO
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단지 청구범위의 언어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
라,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명세서의 관점에
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결정한다.”는 판시 내용70), USPTO의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일부분으로써 그 기재된 발명
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어구는 청구범위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확인될 수 있도록 명세서의 기재에서 명백한 지지나 선
행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71), “USPTO는 지방법원이 채택한 것과는
70) In re Am. Acad. of Sci. Tech. Ctr., 367 F.3d 1359, 1364, 70 USPQ2d 1827 (Fed. Cir. 2004).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determines the scope of claims in patent applications not
solely on the basis of the claim language, but upon giving claims their broadest reasonable construction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as it would be interpreted by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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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청구범위해석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USPTO는 청구범위에 그
명세서의 관점에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청구
범위의 단어가 그 보통의 의미로써 명세서에 모순되지 않는 경우 그 보통의 의미대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판시 내용72) 및 “그 의미가 명백하고 확실
한 일반적인 용어는 특정 문맥에서 그 단어의 사용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어떠
한 지적이 없는 경우 그 용어가 지칭하는 바대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
러므로 “반죽을 약 400°F에서 850°F 범위의 온도에서 가열한다는 것”은 반죽을 오
븐에서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된 온도에서 반죽을 가열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는 판시 내용73)으로부터 미루어보면, 결국 USPTO도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해석
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여 해석하며, 청구범
위의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특허청
의 심사지침서 규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국의 특허청은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용어를 해석하며, 또한 상세
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한편,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JPO는 출원
71) 37 CFR §1.75(s)(d)(1). "The claim or claims must conform to the invention as set forth in the
remainder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terms and phrases used in the claims must find clear support or
antecedent basis in the description so that the meaning of the terms in the claims may be ascertainable
by reference to the description."
72) In re American Academy of Science Tech Center, 367 F.3d 1359, 1369, 70 USPQ2d 1827, 1834 (Fed.
Cir. 2004). “The USPTO uses a different standard for construing claims than that used by district
courts; during examination the USPTO must give claims thei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This means that the words of the claim must be given their plain meaning unless
the plain meaning is in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
73) In re Zletz, 893 F.2d 319, 321, 13 USPQ2d 1320, 1322 (Fed. Cir. 1989) (discussed below); Chef
America, Inc. v. Lamb-Weston, Inc., 358 F.3d 1371, 1372, 69 USPQ2d 1857 (Fed. Cir. 2004).
"Ordinary, simple English words whose meaning is clear and unquestionable, absent any indication that
their use in a particular context changes their meaning, are construed to mean exactly what they say.
Thus, “heating the resulting batter-coated dough to a temperature in the range of about 400°F to
850°F” required heating the dough, rather than the air inside an oven, to the specified temperature."

182
-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그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EPO, USPTO, SIPO 및 우리 대법원의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용어에 주어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요건은 다른
특허청이 기술하고 있는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및 “그 용어에 주
어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 라는 표현 속에 이미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
하는 것이 내포74)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해
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5극 특허청간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4. 제언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항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해석에 관해 일본을 비롯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용어의 해석에 관해 심사지침서에서 안내하고 있음에도 특
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각국의 지침서의 내용
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법원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고, 아울러 심사관
에게 이를 안내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지침서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재
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구체적 안으로서는 위에서 종합한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는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용어에 주어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74) KIPO의 심사지침서(2371)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출원전의 해
당 기술분야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
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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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후2186 판결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
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
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
883 판결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
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
자’라 한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
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후520 판결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
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
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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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후776 판결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
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
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
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
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
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
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
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57조에 의하면 특
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
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
의 항의 기재가 극히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 총괄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경
우 이것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
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그 기술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
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10.11. 선고 87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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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그러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
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 보다는 먼저 등록청구의 범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에 따라 판단하되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가 그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분
명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명세서 전체에 나타난 작용· 효과 등에 의하여 보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나. 일본
□ 최고법원 평성 3년 3월 8일 소화 62년(행츠)제3호

【판결요지】
특허법 29조 1항 및 2항 소정의 특허요건, 다시 말하면,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해 심리할 때에는 이 발명을 동(同)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발명과 대
비하는 전제로서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
요지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거
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기술적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든
가 혹은 일견하여 그 기재가 오기인 것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서
명확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
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
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36조 5항 2호의 규정으로부터 보아 명확하다.
이를 본건에 대해서 보면, 원심이 확정한 상기 사실 관계에 의하면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는 새 글리세리드(glyceride)를 효소적으로 감화할 때 사용하는 리파제에 대해
이를 한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의 리파제가 Ra 리파제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
심은 본원 발명은 상기 (4) 기재의 측정 방법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개량으
로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Ra 리파제를 사용하는 것만이며, 본원 명세서에 기
재된 실시예도 Ra 리파제를 사용한 것만 나타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본원 발명의 측
정법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Ra 리파제 이외의 리파제는 대충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 당업자가 일반적인 기술상식이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의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 Ra 리파제를 사용하는 것만이라든지, 실
시예가 Ra 리파제를 사용하는 것 만이라는 점으로부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리파제를 Ra
리파제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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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as Digital Systems Inc.

v.

Telegenix Inc., 308 F.3d 1193 (Fed. Cir. 2002)

【판결요지】
사전은 관련 기술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의
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법정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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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젭슨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서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이를 거절이유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젭슨 형식 청구항
젭슨 형식 청구항이란 공지의 물건, 방법 또는 조성물 등으로부터 개량된
부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청구항의 기재형식으로서 청구항이 전제부
와 특징부의 2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75), 일반적으로 발명의 전체 구성요소 중 공지
부분에 속하는 사항은 전제부에 기재하고, 종래기술로부터 개량된 부분은 특징부에
기재하며 통상 “～에 있어서 ～를 특징으로 하는 ○○”라는 기재 형식을 취한다.76)

2.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JPO
KIPO와 JPO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EPO
EPO는 심사가이드라인에서 청구항이 1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또는 2부
분 형식이든 청구범위에 차이는 없으나, 청구항이 2부분 형식의 경우 심사관은 이
러한 인식이 어느 문서(또는 다른 기술 수준)에 근거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있어
서도 자명성의 미비의 출발점으로서 전제부에서 인정된 선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USPTO
미국의 특허법 시행규칙(37 CFR1. 75(e))에서는 “개량의 경우에 있어서와

75) EPO는 이를 2부분 형식 청구항 (two-part-form claim)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 EPC 규칙 29(Form and
content of claims)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허법 시행규칙 37CFR §1.75e)에서 규정하고 있다.
76) 이창훈, 김인순 공저, 미국특허청구범위 작성과 해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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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케이스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독립 청구항은 (1) 청구된 조합 중 종래의 또
는 공지된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이루어진 전제부와
(2)「상기의 개량은 다음을 포함한다」는 등의 표현 및 (3) 청구된 조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단계 및/또는 결합관계로서 출원인이 신규하거나 또는 개
량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MPEP77)
에서는 “청구항이 이러한 형식(젭슨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제부는 청구
된 조합 부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를 결정적이며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심사관은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부를 전제부가 암묵적
으로 선행기술로서 인정된다고 진술하는 거절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 SIPO
중국의 전리법실시세칙 제22조제1항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독립청구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포함하되, 아래 열거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1) 전제부 :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명칭
과, 발명 또는 고안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이 공유하고 있는 필요한 기술
적 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그 특징은 … ”이라는 용어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
재하되, 발명 또는 고안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기술적 특징이 구별되도록
기재한다. 상기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함께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범
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IPO의 전리심사지침서78)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독립항의 서문부분에 있
어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기술
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기술방안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문건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을 가리킨다. 적합한 경우에는 발명 또는 실용
신형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문건을 선택하여 설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77) USPTO MPEP 2129.
78)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2장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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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항의 서문부분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기술방안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독립항을 2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과 선
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
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제부에 기재된 사
항을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이를 거절이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판례의 태도
KIPO의 심사지침서에는 젭슨 형식의 청구항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있는 형식의 청구항인 까닭에 관련 판례가 다소 축적되
어 있다.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출원된 고안이 선행기
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 형
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79) 내용과,

“....에 있어서라는 전제부의 형식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공지된 구성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는 판시 내용에서 보듯
우리 법원은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술내용을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는 것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4. 검토 및 고찰
이상을 요약하면, KIPO, JPO 및 SIPO는 젭슨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
있어서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거절이유의 기초로 삼

79)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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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USPTO는 “심사관은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부를 전제부가 암묵적으로 선행기술로서 인정된다고 진술하는 거절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거절
이유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PO도 그 규정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항이 2부분
형식의 경우 심사관은 이러한 인식이 어느 문서(또는 다른 기술 수준)에 근거하는
지를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명성의 미비의 출발점으로서 전제부에서 인정된 선
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거절이유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듯하다.8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①청구범위의 기재를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맡겨 놓
고 있고, ②청구범위가 젭슨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젭슨 형식의 청구
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출원인이 젭슨 형식
의 청구항이 가지는 형식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곧바로 공지
기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③ 또한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부에는 종
래의 기술이나 배경기술이 기재될 수도 있으나, 특징부를 강조하기 위해 전제부가
사용되기도 하고, 동일인에 의한 연속적인 출원이 있을 때에도 전제부가 사용되기
도 하며, 더욱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떤 선행기술과 대비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특허등록 후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 어떠한 실시형태
와 대비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특허청구범위가 적용될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81)을 감안하면,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부
에 기재된 사항을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이를 거절이유의 기초로 삼는 것에
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80) 미국에서는 젭슨 형식(Preamble,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의 형식)의 청구항이 공지기술 부분
인 전제부와 발명에 의한 개량 또는 신규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상당히 장려되었다. 그러나 전제부에 기재된이 공지기술의 자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채
택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加藤 朝道, クレーム解釈手法の原理的考察(3), Vol.58 No.3 パテント(2005)).
81) 이경환, 젭슨형 청구항으로 작성되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권리해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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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원인이 상세한 설명에서 전제부에 기재된 기술이 종래 기술임을 명
백히 밝히거나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래기술로 인정하여 거절이유의 기초
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젭슨 형식 청구항의 기재 요건 및 그 해석과 관련하여 심사지침서에
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충하거나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특허법원 2000. 11. 16. 선고 2000허2453 판결
【판결요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① 내지 ④까지는 전제부에 기재된 것
으로서 그 기재 자체로서 공지기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에 있
어서”라는 전제부의 형식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공지된 구성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볼 이
유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본문에 나타난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참작하면 원고는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에 기재된 등록 제104628호 실용신안은 원고
의 선출원 고안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공지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판결요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
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여 권리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출원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부분을 특징부로 나누어 청구범위를 기재한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를 극복하
기 위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전제부로 돌리는 방법에 의하여 전제부에 대하여는 권리의
보호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에는, 특징부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전
제부만으로 구성된 기술, 특히 상위 개념 또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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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부로 돌리고, 특징부에서 당해 구성요소를 더욱 한정하여 다양한 실시예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특징부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제부에만 해당하는 균등한 구
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의 실시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출원 또는 등록된 고안에 대한 권리의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출원된 고안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
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고
안의 청구범위의 기재 형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보호
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3허6227 판결
【판결요지】
양 구성요소가 종래기술을 기재한 전제부(여기에서는 구성요소 1)와 전제부에 기재된 종래
기술에 신규한 사항을 부가하거나 종래기술을 특정한 구성으로 한정하는 형식(이와 같은 형
식으로 기재한 청구항을 젭슨 타입 청구항이라 한다)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전제부에 기
재된 구성요소 1을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 2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할 것
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래기술에 불과한 구성요소 1을 비교대상
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구성요소 2를 중심으로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하면 된다.

□ 특허법원 2004. 2. 20. 선고 2003허2096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발명의 요지는 전제부가 아닌 특징부에 있는 것이고 위 정정은 종래 기술인 전제부
를 더욱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
여,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
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른바 젭슨 타입의 특허청구범위(Jepson
type claims)에 있어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 역시 당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02. 9. 6. 선고 2002허1355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 에 있어서”라는 이른바 젭슨 방식을 빌어 청구범위를 기
재한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부분 계수기 투시용 투시구(2)에는 힌지 방식의 투명창(4)이 설
치된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당해 등록고안이 어느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의례
적인 문구 내지는 선행기술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그 고안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 구성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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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전제부의 구성인
“계수기 투시용 투시구에는 힌지 방식의 투명창”에 관하여는 명세서에 그 구성 및 작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구성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유럽
□ T 6/81(OJ 1982, 183)
【심결요지】
당초의 청구항 1을 2부분으로 나눈 것은 청구항의 첫 번째 부분(전제부)에 기술된 특징이
서로 조합하여 새롭지 않다는 최초의 가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당초의 청구항을 이러한
특징에 대한 신규성과 관련된 한정적 기재로 간주할 수는 없다. 출원인은 종래기술과 관련
하여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기술적 특징을 전제부로부터 특징부로 옮겨 기재하
였다고 주장한다. 당해 출원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허용 가능한 청구항 1의 전
제부에 어떠한 특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T 13/84(OJ 1986, 253)
【심결요지】
2부분 형식의 청구항이 사용된 경우 당해 발명에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구성하는 장치
또는 방법은 EPC 규칙 제29(1)(a)에 따라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
제부에는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 종래의 기술과 조합하여 청구된 발명의 주제를 정의하는
데에 필요한 특징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미국
□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182 F.3d 1298, 1309 (Fed. Cir. 1999)
【판결요지】
청구항의 전제부는 전체 청구항의 문맥에 상응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전제부의 기재가 구
조적 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목적 또는 용도를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발명자가 실
제로 무엇을 발명하였으며, 청구항에 의해 포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 기
록을 검토한 후에만 가능하다. Corning Glass Works, 9 USPQ 2d at 1966. 만약 청구항의
본문이 청구된 발명에 대한 한정을 충분하고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전
제부가 단순히 청구된 발명의 한정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발명의 의도된 목적이나 용
도를 기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전제부는 한정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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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을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이를 거절이
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인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6)

나. JPO
JPO는 특허법에 제36조 제4항 제2호를 신설하여,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그 발명에 관련된 문헌공지 발명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
출원 시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헌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기타 그
문헌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서
에서도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을 문헌명과 함
께 기재한 것이므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사용하
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JPO는 심사기준에서 “본원의 명세서 중에 본원 출원 전의 종
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은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종래기술의 공지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
여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82)하고
있어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한 선행기술을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신규성이나 진보
성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EPO
82) JPO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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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Rule 27(1)(b)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유럽 서치 리포
트 기안과 심사를 위해, 출원인이 아는 한, 발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배경기술을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술을 반영한 문서를 인용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EPC 54(2)는 "기술수준(state of the art: 즉, '선행기술':
EPC 54(1))은 유럽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그리고 사용 기타
의 방법에 의해 공중에 입수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인이 명세서에 배경기술이라고 기재한 기술을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라. USPTO
USPTO 역시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시에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선행기
술을 명시하도록 37 CFR 1.56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고, 37 CFR 1.104 ⒟⑵에서
도 “심사관은 출원인이 정보공개서로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출원서에 인용된 모든
선행기술자료를 특허요건의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출원인이 선행 기술로 인정한 물건(admitted prior art)은 자명성으로 의한 거절의
근거로서 채택할 수 있으므로83)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한 종래기술을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할 때 선행기술로 인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마. SIPO
SIPO는 심사지침서84)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의 배경기술 부분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
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들 배경기술이 나타난 서류를 인용하여야 한다. 특
히, 발명 또는 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독립항의 전제부 기재된 기술특징을 포함하
는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한다. 즉,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가장 근접
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인용문헌이 상기 요구조
건을 만족하면 인용문헌의 내용은 본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공개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
한 종래기술을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할 때 선행기술로 인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83) USPTO MPEP 2129.
84)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2장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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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본다.

2. 판례의 태도
그간 대법원은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등에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세서에 기재된 종
래기술은 그것이 출원 전의 어떤 문헌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치 공지된 기술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8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은 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
었는데, 이 판결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
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
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현행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
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의 기술’란을 두고 있고, 이것
은 그 발명의 배경기술(background art)에 비교․대비하여야 할 선행기술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그것에 관련된 문헌을 원칙적으로 문헌명으
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당해 발명의 특허
가능성의 이유를 주장하여 입증하는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당해 발명이 어
떠한 이유에서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어떤 이유로 종래기술(선행기술)에 대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특허출원인이 생각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근거가 이해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기재는 당해 발명
85) 박성수, 실용신안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
는지, 대법원 판례해설 제59호, 법원도서관 (2005년 하반기).

197
-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제3자(심사관을 포함하
여)를 설득하는 역할도 현실적으로는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지되었다거나 어떻게 공연히 실시된 바 있다거나(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
호) 혹은 어떤 간행물에 기재된 바 있다거나(같은 항 제2호) 하는 등의 기재가 없
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지기술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출원인이 종래기술을 기재하면서 스스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을 기재하면서
출원고안이 그보다도 낫다는 식으로 명시하여 공지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
는 것과 같은 경우(이런 사정은 원칙적으로 종래기술 란에 적을 사항이 아니지만
기재하여야 할 란을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에는 단지 기재하여야 할 란을 착각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므로 공지기술로 보지 않는 예외
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
정의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86)

3. 검토 및 고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이 당해 출원 전에 공지되
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나 자료가 없는 경우 당해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의 하
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세서 상에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명백한 기재
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그 종래기술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JPO, USPTO 및 SIPO는 심사지
침서에서 명시적으로 공지기술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KIPO의 심사지침서에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인용하
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달리

86) 박성수, 앞의 글, 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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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이 공지된 것으로 보
아 선행기술로 인정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
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선행기
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나 과연 출원인이 명세서 중에서
어떻게 기재하여야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한 것인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도 모호하며,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과 외국 심사관
행과도 사뭇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위 2004후2031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
국의 경우 명세서에 간행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선행기술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있고, ‘～에 있어서’와 같이 기재하는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을 선행기술로 추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을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공지기술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① 특허법에는 선행기술 기재에 관하
여 의무조항이 없어 선행기술(종래기술)의 기재가 단순한 권장사항에 불과하고, ②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을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공지기술로 인정하면 추후에는
그 기재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③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을 공지기술로 보지 않는
특허법원 2000. 11. 16. 선고 2000허2453 판결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맞지 않
으며, ④ 위 대법원판결이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심사․심
판에서 위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출원인이 기재한 ‘종래기술’
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종래기술이 이 건 출원 전에 비밀준수의무가 없
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시 첨부하도록 결정하여, 현재의 심사․심판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87)

생각건대, 현재 우리나라 특허 출원 명세서를 살펴보면 명세서에 종래기술
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에 관해 명세서에 그 종래기술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기타
정보의 소재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출원인이 상세한 설명에
공지기술로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
하는 공지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극히 곤란한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출원
인에게 명세서상에 선행기술에 대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원 명
87) 이상철, 명세서의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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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는다면 출원인과 심사실무에 있어
서 상당한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명세서에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88)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
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제2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
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
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판결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목적은 대나무 자리의 표
88) 최성준 판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명세서에 선행기술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비록 출원
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은 있지만, 심사효율성 제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3자가 발명을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
일 내에 특허법에 위 제도를 반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명세서에 선행기술 기재를 의무
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성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특허청 개청 30주년 논문집, 특허청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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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쉽게 더렵혀지거나 마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굳은 표피층이 대나무 자리의 표면으로
오게 하고 이를 보관할 때는 두루마리로 감은 대나무 자리의 부피가 작아지도록 대나무 소
재를 그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게 한 것이어서, 그 기술사상의 요지는 마디 부분만 깎아낸
대나무 소재의 표피를 상면으로 오게 하고 대나무 소재의 양측면에 경사면이 형성된 구성의
결합에 있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명세서의 기재 등으로 보아 공지된 선행
기술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후26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요지는 폴리에스텔 리본사(2)가 표면으로 돌출되게 폴리에스텔 리
본사(2)와 폴리에스텔 화학사(3)를 튜브형으로 제직한 다음, 그 내부에 폴리우레탄 스펀지
(4)를 넣고 양측 절단부를 초음파 공구혼으로 융착하여서 된 수세미에 관한 것이나, 그 중
수세미의 외형적 구조 및 그 재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공지 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에 재봉틀과 오버 로크(over lock) 바느질로
봉착하여야만 하던 양측 절단부를 초음파 공구혼으로 간단하게 접착하는 것을 고안의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징은 폴리에스텔사로 된 수세미 포대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접착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후26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은 공지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 기술로 기재한 것으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된 기술에 각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별개의 거절이유로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1133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에는 ‘연장편 사이에 형성된 공간부에 안내판
을 삽입한 후 구멍에 볼트와 너트 등의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판을 고정 설치하는’ 기술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연결수단에 구멍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이 기술분야에서 주지․ｰ관
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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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654/92
【심결요지】
규칙 27（1）（b)의 「배경기술」이라는 표현은 EPC 조약 제54(2)조의 의미내에서 선행기
술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선일에 출원인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공중에 알
려지지 않은 기술로부터 출발한 실시는 위 EP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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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종속항의 해석방법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 청구항”을 말한
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
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
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
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심사
지침서 4133)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으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며, 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한정하거나 또
는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다.(심사지침서 4134)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
성이 인정된다. (심사지침서 2417)

나. 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EPO, USPTO 및 SIPO는「청구항」이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며, 다만 일본은 청구항을 독립항과 중속항으로 나누지 않고, 독
립형식 청구항과 인용형식 청구항89)으로 구분하고 있다.
89) 청구항은 그 기재 형식에 의해 독립형식청구항과 인용형식청구항으로 대별된다. 독립형식청구항이란 다른 청
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이며, 인용형식청구항이란 선행하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한 청구
항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재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이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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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항의 구분기준 및 해석과 관련하여 EPO, USPTO 및 SIPO 모두 독립
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
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
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
고, 또한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으
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며, 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한정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종속항의 구분기준과 해석방
법에 있어 KIPO의 심사실무와 차이가 없다.

상기와 같이 종속항의 해석방법이 KIPO를 비롯한 EPO, USPTO 및 SIPO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독립항의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독립항에 종속
되는 종속항의 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JPO는 다른
특허청과 달리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항을 독립형식청구
항과 인용형식청구항으로 나누고 있어 독립항의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인용형식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989. 7. 11. 선고 87후 135 판결 등에서 종속항에 대해 “종속항
은 그 범위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주어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
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고 판결 등에서 “실용
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
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
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
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참조),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다른
청구항이 어느 청구항을 인용한다고 하여 이를 종속항으로 여기지 않으며, 종속항
인지 여부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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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고찰
종속항의 구분기준과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
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
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
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KIPO의 심사
실무는 법원의 판례뿐만 아니라 EPO, USPTO 및 SIPO의 심사실무와도 일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규정이나 지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1995.9.5. 선고 94후1657 판결
【판결요지】
독립항은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
하게 기재하고 종속항은 그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주어 그 독립항을 기술
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9.7.11.선고 87후
1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 특
허청구범위 제2항은 일반적인 반도체장치 제조에 있어서의 도핑영역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
한 공지기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독립항인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의 요부인 "장벽층
에의 이온주입 및 열처리공정"이 포함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그 선행단계인 도
핑영역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지 이온주입방법과 확산영역의 방법에 대하여
만 그 실시 태양을 지정함으로써 위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위 특허청구범위 제3항 이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들
은 모두 종속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
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트와는 별
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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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 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
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
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
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참
조),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고안은 기재형식
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기재형식에 있어서는 마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인 양 기재되어 있으나 고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체결볼트로 체결하는 구성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긍이 된다.

□ 대법원 1989.7.11.선고 87후 135 판결, 1995.9.5. 선고 94후1657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
하면 특허출원자가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
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
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 특허법 시행령(1990.8.28. 대
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3 각 항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
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항으로,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항으로 기재하고, 종
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로 기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독립항과 종속항
으로 구별하고 각 적정수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
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나아가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여부를 명확하
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항은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
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하고 종속항은 그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주어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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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발명의 진보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방법은 신규성 판단과 동일하다.
(2)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에 인용발명의 특정방법은 신규성 판단과
동일하다.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
비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용이
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5)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
는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
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
교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서 2406, 2407)

나. JPO
JPO의 실무에서는 (1) 청구항에 관한 발명 및 (2) 인용발명(하나 또는 복
수)을 인정한 후 (3) 논리 부여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선택하여 청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발명의 특정 사항의 일치점·차이점을 분명히 한 다음,
(4) 이 인용발명이나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상
식으로부터 청구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
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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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PO
EPO에서 통상 적용되는 방법(이른바 과제해결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청구된 발명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결정하고,
(2) 그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에 비추어 그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되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며, (3)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및 확정된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관련 기술 또는 일반 상식 혹은 그 양쪽 모두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당해 발명에 도
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Could-would 어프로치)한다.

라. USPTO
미국 특허법 제103조(a) 하에서의 비자명성의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문제에
근거한 법률문제로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 Co. 사건에서 비자

명성의 결정에 관한 사실문제를 정립하였으며, 이 사실문제는 (1) 선행기술의 범위
와 내용으로서 검토되는 선행기술은 유사 범위에 있어야 하고, (2) 청구항의 발명
과 선행 기술의 차이점을 확정하며, (3) 선행기술로

알려진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

의 새로운 요소가 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4) 상업적 성공, 오랫동
안 미해결이었던 절실한 과제 및 다른 사람의 실패와 같은 ２차적 고려요소는 자명
한지 여부를 가리키는 유익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4가지로서 청구항의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심사관은 위의 사실문제 중 처음의 3가지에 근거하여 일응의
자명성(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을 평가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한편 자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당업자의
입장’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90) 이 결정은 당업자의 기술수준이 높낮이에 따라 상
당히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USPTO는 비자명성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에 대한 수준의 결정도 사실문제에 기초한 법률문제로 인식하
고91), 이를 위해 당업자의 평가기준으로서 (1)발명자의 교양적 배경, (2)그 기술분
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종류 (3)그 과제에 대해 종전에 발견된 해결방법, (4)

90) In re Rouffet, 149 F.3d 1350 (Fed. Cir. 1998).
91) Panduit Corp. v. Dennison Mfg. Co., 810 F.2d 1561（Fed. Ci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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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의 세련의 정도, (5) 그 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의 속도 및 (6)그 분야의
실제기술자의 교육 수준의 6가지를 제시92)하고 있다.93)

마. SIPO

3.1 심사원칙
전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발명의 기술해결방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발명과 관련한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 및 생산하고
자 하는 기술효과도 고려하여 발명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2 심사기준
발명의 진보성 구비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리법 제22조제3항을 기준으로 한
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에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의 일반적인
판단방법 및 현저한 진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3.2.1 특출한 실질적 특징의 판단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다면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대비한 결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
행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지 않다면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는 것이다.
3.2.1.1 판단방법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3단계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92) Environmental Designs v. Union Oil Co., 713 F.2d 693 (Fed. Circ 1983).
93) Tatsuo Takeshige（武重 竜男）et. al., 米国・欧州・日本T・韓国・タイにおける非自明性／進歩性の要件 −
組合せ発明に対する後知恵の影響を中心に− tokugikonno. 250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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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확정
(2) 발명의 구별되는 특징과 발명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술과제를 확정
(3)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 용이한지 여부
를 판단
즉, 선행기술 내에 기술문제(즉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이용하여 그 구별되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암시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암시는 그 분야의 기술자가 상기한 기술과제를 만났을 경우 가장 근
접한 선행기술을 개량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
다. 선행기술에 이러한 ‘기술암시’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명은 용이한 것으로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3.2.2 현저한 진보의 판단
발명이 현저한 진보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때에는 주로 발명이 유익한
기술효과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 판례의 태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보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는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
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94)하고 있는
바 이로부터 우리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먼저 발명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고 아울러 특유한 효과를 참작한다는 이른바 구성중심설을 근거하여 판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리 및 고찰

94) SIPO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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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로부터 KIPO의 진보성 판단방법은 JPO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①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②인용발명을 특정한 다음, ③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발명을 선택한 후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하는 절차에
서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의 절차에서 KIPO는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용
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판단하되, 당업
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
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
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할 때 더 나
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반면, JPO는 이러한 차
이점이 인용발명이나 다른 인용발명의 내용과 기술상식으로부터 청구된 발명에 대
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KIPO의 진보성 판단은 USPTO의 EPO
의 그것과도 상당히 다른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구성중심설에 근거
KIPO의 진보성 판단절차는 먼저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
으로 판단하고,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성중심설을 그 기반으로 한 2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
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
발명과 비교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한다”는 표현에 기인한다. 즉, 이러
한 주장의 근거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는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
여”라고 하여 굳이 “주요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더 나은) 효과에
대해서는 “참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
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효과에 대해서는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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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듯이 기재하고 있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

(2)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
그러하다면,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란 다른 특허청이 채택하고 있는 자명
성의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
휘에 대해 심사지침서는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
루는 것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능력
의 발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3) 다른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기준과의 대비

(가) JPO
JPO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JPO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서 “청구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
하여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한 다음, 인용발명과
비교되는 유리한 효과가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진보
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 이것을 참작한다고 기재
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JPO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절차도 KIPO의 진보성 판단절차
와 마찬가지로 구성중심설을 그 기반으로 한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JPO의 심사기준에는 논리 구축이 가능한 구체적인 예로서 최적 재료
의 선택․설계 변경, 단순한 주합을 들고 있는데95), 이는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 설
95) JPO의 심사기준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의 공통성, 작용, 기능의 공통성, 인
용발명의 내용중의 시사)을 논리 구축이 가능한 구체적 예로서 들고 있는 반면, KIPO의 심사지침서는 발명
에 이를 수 있는 동기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한 다음, “당업자
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여 이들을 동등
한 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JPO의 논리 구축이 가능한 구체적 예의 설명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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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되는 것 중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과 동일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KIPO의 진보성 판단절차와 판단기준은 JPO의 진보
성 판단절차와 기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KIPO의 심사지침서에는 창작능
력의 발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기술
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이외에도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
(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등을 더 포함하고 있다.

(나) USPTO
USPTO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USPTO는 (1)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검토되는 선행기술은 유사 범위에 있어야 하고, (2)청구항의 발
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점을 확정하며, (3)선행기술로 알려진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
의 새로운 요소가 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로 이루어지며, 이때 자명성의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선행기술에 시사, 암시 또는
동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선행기술의 내용을 조합 또는 변경함으로써 자명성이 확
립될 수 있다”는 규정96)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보성 판단방법은 적
어도 문언적 표현에 있어서는 청구항의 발명과 인용발명을 특정한 다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여 양자를 대비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인
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KIPO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USPTO는 구체적 절차에 있어서 청구항의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심사관은 위의 3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일응의 자명성을 평가하여 출원인에게 통
96) USPTO도 MPEP 2143.01에서 “선행기술에 시사, 암시 또는 동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선행기술의 내용을 조
합 또는 변경함으로써 자명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PEP 2143.01. Suggestion or Motivation To Modify the References
“Obviousness can be established by combining or modifying the teachings of the prior art to produce
the claimed invention where there is some teaching, suggestion, or motivation to do so. In re Kahn,
441 F.3d 977, 986, 78 USPQ2d 1329, 1335 (Fed. Cir. 2006) (discussing rationale underlying the
motivation-suggestion-teaching *>test< as a guard against using hindsight in an obvious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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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출원인에게 전환시키는 절차와, 당업자의 평가기준 즉, (1)
발명자의 교양적 배경, (2)그 기술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종류 (3)그 과제에
대해 종전에 발견된 해결방법, (4)그 기술의 세련의 정도, (5)그 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의 속도 및 (6)그 분야의 실제기술자의 교육 수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97)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KIPO는 발명의 효과를 참작한다는 규정이 마련
되어 있는 반면 USPTO는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다르나 궁극적으
로 KIPO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USPTO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
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 SIPO
SIPO는 다른 특허청과 달리 청구항의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는
지 여부와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는지 여부의 2가지 판단기준에 의해 진보성을 판단하
며, 이때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을 구비하는지 여부는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
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발
명이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절차는 (1)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확정하고, (2) 발명의 구별되
는 특징과 발명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술과제를 확정한 다음, (3) 보호를 받고
자 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
어져 있다. 즉 청구항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용이한지 여부는 선행기술 내
에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이용하여 그 구별되는 특징
을 도출할 수 있는 암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요컨대 SIPO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발명의 구성과 효과를 모두 고려
하여 판단하며, 이때 발명의 구성에 대한 판단은 선행기술 내에 기술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부터 그 구별되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암시가

97) MPEP 2141.03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FACTORS TO CONSIDER IN DETERMINING LEVEL OF ORDINARY SKILL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nclude (1)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inventor; (2) type of problems encountered in the art; (3) prior art solutions
to those problems; (4) rapidity with which innovations are made; (5) sophistication of the technology;
and (6) educational level of active worker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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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효과에 대한 판단은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
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상으로부터 SIPO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①발명의 구성과 작용효과를 동시
에 고려하며, ②구성의 차이에 대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KIPO의 진보성 판단기준과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발명의 구성과 작용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과 관련
기계분야의 발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명은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 작용효과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즉, 발명의 효과는 구성에 종속되는 요소
이고, 또한 SIPO의 심사지침서에서 진보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하는 작용효과(현저
한 진보)가 일반적으로 발명이 가지는 의례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임을 고려하면 구
성과 작용효과의 차이를 동시에 판단한다 하더리도 결국 구성의 차이를 주요관점으
로 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양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② 구성의 차이에 대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
는 ‘기술 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
SIPO는 “기술 암시”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서에서 “(1) 구별되는 특징이 공지
의 상식인 경우, (2)구별되는 특징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관련된 기술수단인
경우와 (3)구별되는 특징이 다른 인용발명에 공개된 관련 기술수단이며, 그 인용발
명에서 그 기술수단의 작용이 재확정한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의 구별되는
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에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기술 암시”가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한다”고 규정98)하고 있다.

위와 같은 SIPO의 규정은 KIPO의 심사지침서의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
술상식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규정과, 인용발명의 내용중의 시사(示唆)되고 있거
나,

과제가 공통되거나 또는 기능․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청구항의 발명에 이를 수

98)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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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규정, 및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
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는 규정
과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사료된다.

(라) EPO
EPO의 진보성 판단은 (1) 청구된 발명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
을 결정하고, (2) 그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에 비추어 그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
결되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며, (3)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및 확정된 과제로
부터 출발하여 관련 기술 또는 일반 상식 혹은 그 양쪽 모두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당해 발명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Could-would 어프로치)하는 절차로 이루어
져 있어 KIPO의 진보성 판단기준 및 절차와 상당히 다르다.

(마) PCT99)
13.03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는 그 청구항의 기준일에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청구항의 범위에 도달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가 하는 것이다. 자명한 경
우 당해 청구항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자명하다"라 함은 기술의 통상적인
발전을 뛰어넘지 못하고 단지 선행기술로부터 평이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기대되는 것을 넘어서
는 기술 또는 능력을 발휘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진보성/비자명성을 판단
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 사항이다.
i) 청구된 발명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ii) 인용문헌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성공하리라는 기대 또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청구된 발명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인용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조합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거나
또는 자극을 받아야 한다.
iii) 인용문헌의 검토는 청구된 발명을 통해 사후에 깨닫게 되는 통찰력을 이용
99) 국제표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과, 현재 완전히 국제적으로 합
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실체특허법조약 가이드라인에서의 진보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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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13.08 진보성/비자명성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i) 청구된 발명의 범위 결정
(ii) 관련 선행기술 문헌의 범위 결정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결정
(iv) 관련 선행기술 문헌과 청구된 발명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 확인
(v) 관련 선행기술 문헌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의
지식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청구된 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자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

13.09 기준일 당시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당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1이상의 선행기술 문헌을 치환, 조합,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된 발명
에 도달하도록 선행기술 문헌 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었거나 자극을 받았다면, 전체로서의 그 발명은 자명한 것이다.

(바) SPLT100)
166 당업자가 1개 이상의 선행기술의 치환, 조합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
된 발명에 도달하도록 합리적인 예측성을 가지고 동기가 있으면 발명은 자명이다.

167 진보성의 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i) 청구된 발명의 인정
(ii) 관련 선행기술의 개시의 인정
(iii) 당해 발명에 있어서의 당업자의 인정
(iv) 선행기술과 본원발명의 차이점 및 일치점의 특정
(v) 전체적으로의 청구된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한지 여부의 평가

168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 기술분야의 관련성
100) 원문은 http: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84에서 구할 수 있다.

217
-

(ii)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의 관련성
(iii) 기술의 기능 또는 특징의 관련성
(iv) 합리적인 정도의 발명의 예측 가능성

4.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 절차는 EPO를 제외한 다른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기준 특히, JPO, PCT 및 SPLT와 극히 유사하며, 또한 법원
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법리와 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지침서의 규정을 수정
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심사지침서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진보성 판단
과 관련된 다른 특허청의 규정, PCT 및 SPLT의 규정 및 법원의 판시내용 등을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청구항의 발명은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101)102)
○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이란 그 발명에 이르는 명백한 개선에 대한 가장
유력한 출발점을 형성하고 단 하나의 인용문헌에 개시된 특징의 조합을 의미한
다.103)104)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284 판결
101) USPTO MPEP 2141.
II. BASIC CONSIDERATIONS WHICH APPLY TO OBVIOUSNESS REJECTIONS
When applying 35 U.S.C. 103, the following tenets of patent law must be adhered to:
(A) The claimed invention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102)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5.4.
103) EPO 심사가이드라인 C-Ⅳ 11.7.1, PCT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
13.10.
104)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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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
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
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
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
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
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미국
□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of Calif., 713 F.2d 693, 218 USPQ 865
(Fed. Cir. 1983)
【판결요지】
당해 분야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발명자의 교육 수준, (2) 당해 기술분야에서 만나
는 과제의 유형, (3) 이러한 과제에 대한 종래의 과제 해결방법, (4) 기술 혁신의 속도, (5)
기술의 복잡성 및 (6) 당해 분야에 있어서의 실제 작업자의 교육 수준. Orthopedic
Equipment Co., Inc. v. All Orthopedic Appliances, Inc., 707 F.2d 1376 at 1381-1382
(Fed. Cir.1983). 이러한 모든 인자가 모든 케이스에 존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지배적이 된다.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당해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할 때 판사, 작업자, 관련성이 먼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자 또는
당해 분야에 있어서 천재가 아닌 평균적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또는 자명하지 않는지를 규율
하는 법령에 근거를 둔 필요성에 달려 있다.

□ Schenck AG v. Norton Corp., 713 F.2d 782, 218 USPQ 698, 700 (Fed. Cir. 1983)
【판결요지】
각 청구항의 발명은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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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 T 0606/89
【심결요지】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이 다루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술적 과제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공식화되어야 한
다는 것이 심판원의 확립된 법리이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
으로 이는 청구항의 발명이 최소한의 구조적 기능적 수정이 필요하며 유사한 용도와 관련된
선행기술과 비교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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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EPO가 채택하는 과제해결어프로치

1. 과제해결어프로치(Problem Solution Approach)

가. 개요
유럽 특허청은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과제해결
어프로치105)를 사용하는데, 이 과제해결 어프로치는 EPC 조약규칙 제42조(1)(c)
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이 규칙에는 “명세서에는 비록 기술적 과제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항에 기재
된 발명을 개시하여야 하며,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그 발명이 유리한 효과를 서술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해결 어프로치의 특징은 발명에 의해 제기되는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 방법에 있으며, 발명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진보성을 객관적
으로 평가한다는 것이고, 이 진보성 평가는 아래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결정.
2) 해결하여야 할「객관적 기술적 과제」를 확정.
3)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청
구된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Could-would 어프로치)이다.

나. 과제해결 어프로치의 문제점
과제해결 어프로치에서는 발명의 공개 내용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이 선택되고, 객관적인 기술과제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는 필연적으로
후지혜를 수반하게 된다. 즉, 청구된 발명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제를 설정
하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동적으로 포함하도록 설정하게 되고, 이때
105) EPO 심사가이드라인 C-IV 11.7 Problem-and-solution approach
In practice, in order to assess inventive step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manner, the examiner
should normally apply the so-called "problem-and-solution approach".
In the problem-and-solution approach, there are three main stages:
(i) determining the "closest prior art",
(ii)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and
(iii)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claimed invention, starting from the closest prior art and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would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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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관적인 기술적 과제는 청구된 발명과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러
한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는 그 분야의 기술수준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후지혜(또는 사후적 분석)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106)

다. 사후적 분석 방지 대책

EPO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과제해결 어프로치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후지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Could-would 어프로치를 채택하는 동시에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진보성 판단시에 사후적 관점에서 인용문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
고, 아울러 인용문헌을 조합하는 경우 이들 인용문헌의 조합은 자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정리 및 고찰
과제 해결 어프로치는 상기한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후지혜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Could-would 어프로치와 그 조합이 자명한 경우에만 문헌
의 조합을 인정하는 도구(tool)를 마련하여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후적 분석이 끼
어들 여지를 차단하여 진보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접근법의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IPO의 심사지침서를 살펴보면 KIPO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청구항의
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 다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
발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
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
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적 분석을 배제하
고 있다.
106) G. Knesh, Assessing Inventive Step in Examination and Opposition Proceedings in the EPO, EPI
INFORMATION 95（March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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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
식을 전제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심사지침서 2416),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
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데 부적합한 기재가 있으면 진보성이 있다. 그러나 청
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데 부적합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분
야의 관련성과 기능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에서 보아 발명을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5)라 하여 사후적
분석을 경계하고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심사관이 거절이유의 근거로서 제시한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난 구성이 청구항의
발명과 유사한 경우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심사관의 사후적 고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KIPO의 심사지침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부
터 사후적 분석을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107)

①진보성 판단시 작용효과의 고려
통상 사후적 분석은 선행기술문헌에 개시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과제 해결수단)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개입되기 쉬우므로 심사관으
로 하여금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대해 더욱 세밀
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청구항의 발명에 인용발명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여지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조합에 대한 부정적 기재(저해요인)의 고려
선행기술문헌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해 그 사용이
나 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곧 진보성이 있다는 반증이기
도 하므로 진보성 판단시 이를 고려하는 경우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여지가 그 만

107) 이 부분은 本間 友孝, 非自明性（進歩性）の判断基準の日米比較；KSR 連邦最高裁判決後の米国特許システ
ムへの提案パテント2008 Vol. 61 No. 4, p. 116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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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③단일의 가장 근접한(적합한) 인용문헌의 선택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의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
술문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2개 이상의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택하게
되면 이들 문헌간의 조합이 자명한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관 자신도 모르게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이 가장 근접한 선
행기술문헌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의 선행기술문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④문헌의 조합이 자명한지에 대한 판단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복수의 선행기술문헌을 조합하는
경우 그 조합이 자명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그 만큼 사후적 분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므로 선행기술문헌을 조합하는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들 문헌을 조합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또는 배경에 대해 적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적 분석 배제
방안의 하나로서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⑤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합리성 확보
선행기술문헌에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에 대해 개시하고 있거나 또는 동기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구성이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
을 때에는 심사관은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에 당연히 도달할
수 있음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주장하여야 되는데, 이때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관 주장의
합리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한다면 그 만큼 사후적 분석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⑥ 관련 기술분야의 제한
통상 발명은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때 발명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당해 기술분
야나 유사한 기술분야 혹은 당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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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기술분야에서 모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선행기술문헌의 기술분야는 상기한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며, 청구항의 발명의 기술분야와 멀수록 사후적 분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⑦주지․관용기술의 엄격한 해석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문헌의 제시
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주지관용기술은 그 기술에 관해 상당히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
진 기술을 의미하므로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운용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사후
분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열거한 사항들은 이미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것들로서 심사지침서에서 상기한 사항에 대해 좀 더 강조하여 기재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 상당한 정도로 사후적 분석의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심사지침서에 대법원의 2007.9.6. 선고 2005후3284 판결에서
예시하고 있는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안과, 사후적 분석과 관련한
EPO의 “일견 자명하다고 보이는 발명이 사실은 진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일단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져 공개되면 기지의 것으로부터 출발하
여 일련의 일견하여 용이한 과정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하면 도달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종종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사관은 이러한 사후분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규정108)을 도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108) EPO 심사가이드라인 C-IV,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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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후138 판결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제
1항이 열거하고 있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
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
(이하 ‘선행공지발명’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
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
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
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일본
□ 평성 19년 3월 29일 선고 평성 18년(행케)제10422호
【판결요지】
… 인용발명은 방수성을「통풍성을 가지는 방수부품」을 적층함으로써 달성하고 있는 것이
고, 또한「본 실시예와 같이 발디딤 부분에만 방수천 2(판결 주: 본원발명의「통풍성과 내
수성 재료로 된 막」에 상당)을 적층 배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갑 1의 명세
서 5페이지 제2단락)라고 하는 바와 같이 그래서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예에는 더욱 방수성을 높이기 위해「불투과성의 재료로 된 상부부품」으로 덮는다는 것
에 대해서는 기재도 시사도 없고, 또한 심결이 주지기술로서 인용하는 갑 2간행물 또는 갑
4간행물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수천의 통풍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공을
구비한 불투과성 재료로 된 상부부품으로 피복한다는 본원발명의 차이점에 관한 구성을 채
택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상도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상기 주장은 뒷받
침되지 않는 주장으로서 본원발명의 차이점에 관련된 구성을 후에 논리 부여한 것에 불과하
므로 채택할 수 없다.

다. 미국
□ W.L. Gore & Associates, Inc. v. Garlock, Inc., 721 F.2d 1540, 220 USPQ 303 (Fed.
Cir. 1983)
【판결요지】
선행기술 문헌 또는 기록이 그 지식을 시사하거나 암시하지 않을 때, 소송 중의 발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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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고취시키는 것은 후
지혜의 증후군이라는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이며, 이러한 후지혜의 증후군에서는 발명자가
교시하는 것만이 그 교시내용에 대항하여 사용된다.(To imbue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ith knowledge of the invention in suit, when no prior art reference or
references of record convey or suggest that knowledge, is to fall victim to the
insidious effect of a hindsight syndrome wherein that which only the inventor taught
is used against its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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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심사관이 인용문헌 없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EPO는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인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관련된
기술분야에 관한 사고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이 인용되지 않는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출원인이 이 거절이유에 동의하지 않고 심사관이 증거
가 되는 문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그 입장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청구
항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JPO에서는 주지·관용기술은 거절이유의 근거가 되는 기술수준의 내용을 구
성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인용할 때에는 이를 인용발명의 인정의 기초로서 이용할
지 당업자의 지식(기술상식 등을 포함한 기술수준) 또는 능력(연구개발을 위한 통
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능력이나 통상의 창작능력)의 인정의 기초로서 이용
할지에 관계없이 예시할 것도 없는 때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문헌을 표시한다(심사
기준 제II부 제2장 2.8(2)).

USPTO에서는 적절한 특정 상황에 있어서 심사관은 거절을 행할 때 기록에
없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일반적 지식」에 의존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거절은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으면 거절의 주
된 증거를 기술에 관한「일반적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n re
Zurko 사건(합중국 특허심판결집 제2집, 제59권 1693, 1697 페이지(연방순회항소
법원 2001년))을 참조.

2. 판례의 태도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
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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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후26 판결), “주지관용기술109)은 거절이유 중에 별도로 인용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결 및 이후의 소송에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10138 판결)고 판시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이거나 또는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인용
문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 정리 및 고찰
심사관이 거절을 뒷받침하는 증거 문헌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 지식에 기
초하여 최종적으로 거절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
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
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
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심사지침서 2410)라는 기
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 경
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인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
다.” (심사지침서 2416)라는 기재 등을 참조하면 이를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의 진보성 판단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그 합리
109) 법원은 교과서류의 문헌, 내과의사 참고서(Physicians' Desk Reference), 전자공학핸드북, 한국섬유학회지,
학술발표회 논문집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은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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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명백한 증거 없이 단순히 설시만으로 거절결정하게 되면
이어지는 심판, 소송에서 지지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출원인에 대한 민원 서
비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4. 제언
따라서 심사지침서에 “발명이 너무 간단하여 누가 보더라도 증거가 필요하
지 않을 만큼 명백히 진보성이 없는 발명인 경우에는 인용문헌 없이도 당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인용증거 없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없이 진보성을 부정
하는 경우란 그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 전체가 당업자의 기술상식 또는 일반적 지식
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또는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에 의해 청구항의 발명의 구
성 전체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유념하도록 안내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3052 판결
【판결요지】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
술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41506호)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금, 은, 셀레늄,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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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에 나타난 섬유 또는 의
류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기술에 주지관용의 기술인 금, 은, 셀레늄, 게르마
늄을 금속재료로 채택하여 이를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
의 새로운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판결요지】
이와 같이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
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 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
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
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원심과 같이 그 일부에 공지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고, 전부가 공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
이고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 특허법원 2003. 10. 29. 선고 2002허5234 판결
【판결요지】
심결의 내용이 '플라즈마 발생장치로 유도결합형 장치 이외에 용량결합형 장치가 있다는 것
은 당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인정하면서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
재된 선행기술은 모두 용량결합형 플라즈마 발생장치'임을 설시하고 있다면 그 심결에서의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지·관용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여 거절결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심결이 거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결
이 거절결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에게 새로이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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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고재 소화 50년 7월 30일 판결 소화 48년(행케)제101호

【판결요지】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이에 관해
상당한 수의 공지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자주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기 각 공보가 모두 특허청의 자료실에
입고되어 있는 외국문헌임을 감안하면, 본원 출원 전 우리나라에서 그 존재 또는 내용이
예를 들면 간행물에 의해 업계에 소개되거나 또는 업계에서 그 기술에 근거하여 액체용기의
형상 등이 구성된 예가 있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본원고안의 상기 구성과 동일한 기술을
기재한 상기 2개의 공보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즉시 본원 고안의 상기 구성이
주지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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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비유사한 기술분야로부터 선행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
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
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2415)

나. JPO
JPO는 “과제가 공통된다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시켜
청구항에 관련한 발명에 도달한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의
특정 사항과 인용발명의 특정 사항 사이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거나 인용발명의 특
정 사항끼리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
시키거나 하여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규
정110)하고 있다.
다. EPO
EPO는 “반드시 유사하지는 않은 다른 분야로부터 당업자를 당겨올 수 있으
며, 이때의「당업자」는 양 분야의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지며 그의 진보성의 평가는
조합된 선행기술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 USPTO
USPTO는 “35 U.S.C. 103 규정의 목적을 위해 선행기술은 출원인이 노력
하는 분야 내에 있는 것 또는 그 출원인이 관계하고 있는 특정 과제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도 된다. 또한 출원인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노력하고
있는 분야 내에 있는 선행기술 또는 출원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는 다른 과제
110) JPO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4.

233
-

를 해결하는 선행기술도 35 U.S.C. 103의 목적을 위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문제는 당업
자가 발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지원을 위해 다
른 분야를 참조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첨언하여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을
고려할 때 당업자가 다른 기술분야를 참조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111)
마. SIPO
SIPO는 심사지침서에서 “전용발명은 어떤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다른 기
술분야로 전용한 발명을 가리킨다. 전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용한 기
술분야의 유사여부, 상응하는 기술암시의 존재여부, 전용의 난이도, 기술상의 곤란
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전용으로 인한 기술효과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112)라고 규정하여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08.7.10. 선고 2006후2059 판결에서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
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
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
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
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
시하여 다른 기술분야의 문헌도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없다.

111) 이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n re Hans OETIKER, October 13, 1992 977 F.2d 1443; 24 U.S.P.Q.2d
1443(CAFC)에서 “비자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출
원발명을 거절하는 기초로서의 인용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노력(endeavor) 분야와 같거나 그렇지 않
으면 발명자가 관심을 둔 특정문제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분야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관련 기술분야가 제한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12) SIPO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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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및 고찰
KIPO는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진보성 판단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
로서 심사지침서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
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2415)”라 기재하여 다른 기
술분야의 선행기술도 참작할 수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참작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른 특허청은 다른 기술분야의 문헌을 선행
기술로 사용할 수 있음은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에
비해 KIPO의 판단기준은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 기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관련 기술분야의 문헌을 선행기술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
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가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마련된 기준
이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여야 한
다고 본다. 다만, 심사지침서에 위 판단기준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판결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6후2059 판결, 특
허법원 1999.5.31. 선고 98허2191 판결 등)나 적절한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4.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후2059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
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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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298 판결
【판결요지】
구특허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그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완충재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단열재는
열의 전도를 막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술분야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단열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의 기술이라도 완충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라고 할 수 없고,
본원발명의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이 공지된 인용발명의 그것과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경우
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등 참조).

□ 특허법원 1999.5.31. 선고 98허2191 판결
【판결요지】
비록 이 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사용분야가 빵틀과 회전의자로 서로 다르지만, 양
고안 모두 기계장치에 관한 고안이고 볼베어링이 회전마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은 기계장치 제작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양 고안은 이를 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용고안을 진보성 판단의 인용례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다.

나. 미국
□ In re Hans Oetiker, 977 F.2d 1443 (Fed. Cir. 1992)
【판결요지】
출원인의 발명을 거절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인용문헌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당해 인용
문헌은 출원인이 노력한 기술분야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발명자가 관련된 특정 과제와 합리적
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In re Deminski, 796 F.2d 436, 442, 230 USPQ 313, 315
(Fed. Cir.1986) 참고. 특허 심사는 출원인의 발명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필시 후지혜에
의해 행해지며 법원은 발명자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이 인용문헌을 발견한
기술분야에 발명자가 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관
적인 측면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PTO로 하여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자
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하였을 분야를 결정할 때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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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 즉 기술상식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In re Wood, 599 F.2d
1032, 1036, 202 USPQ 171, 174 (CCP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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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선행기술에 구성을 조합하기 위한 교시, 시사 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
기가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
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서 2407)

나. JPO
JPO는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
업자가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도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며, 또한 기술분
야가 관련되어 있거나, 과제가 공통되거나 또는 작용․기능이 공통되는 등 인용발명
에 동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규정113)하고 있다.

다. EPO
하나 이상의 문서, 문서의 일부 또는 다른 선행기술의 개시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조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청구된 특징 전체가 언급된 문서에 제시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사관은 당업자가 특징을 조합하였을 것
(would)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USPTO
USPTO는 KSR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심사관의 청구

113) JPO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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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발명에 대한 자명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심사기준을 발표114)하였
는데, USPTO는 이 심사기준에서 “심사관은 (1)종래기술의 범위와 내용, (2)종래기
술과 청구된 발명의 차이점, (3)관련 기술에서의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및 (4)자명
성의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해서 검토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더하
여 “심사관은 자명성을 이유로 청구항을 거절할 때 자명성의 법적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청구된 발명에 대한 종래기술의 교시, 시사, 동
기(TSM)를 심사관이 확인한 경우 청구항의 발명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는 확립
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기준이 여전히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TSM
어프로치는 심사관이 자명성을 거절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은 아니
며, 청구항의 발명에 TSM 어프로치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발명이 자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SIPO
SIPO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절차에서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과 발명이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의 관점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판단과
정에서 선행기술의 전체내용에 기술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것은 즉 선행기술 내에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별특징을 선행기술에 적용하는
암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그 분야의 기술자가 상기한
기술문제를 만났을 경우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를 요
구하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115)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특허법원은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에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

114)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ol/notices/72fr57526.pdf
115) SIPO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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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
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특히 기계장치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발명에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중요한 팩터임을 지적한바 있으며, 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에서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
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
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 하여 한편으로 미국의 TSM 테스트를 인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
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TSM 테스트가 유용한 하나의 도구임을 긍
정함과 동시에 그 엄격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3. 정리 및 고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교시, 시사 또는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국의 특허청은 부정
적이며, 인용발명에 청구항의 발명에 대한 교시, 시사 또는 동기가 있으면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
거가 된다는 점에서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있어 차이가 없다.

또한 각국의 특허청은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교시, 시사 또는 동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특허청은 이러한 특별한 경
우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USPTO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240
-

들고 있다.

(1)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공지의 방법에 따른 선행기술 요소의 조합
(2)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단순히 공지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
한 것
(3) 유사한 장치(방법 또는 제품)를 개량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의 기
술을 이용한 것
(4)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개량의 준비가 구비된 공지의 장치(방법
또는 제품)에 공지 기술을 적용한 것
(5)「자명한 시도」 즉,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유한의 특정되며 예상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
(6)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의 공지의 작업은 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에 의해 그
변경을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동일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 설계상의 동기 또는
그 외의 시장 요인에 기초하여 그 작업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7) 선행기술 중에 선행기술을 변경하거나 혹은 선행기술의 교시 내용을 조합하
여 청구된 발명에 도달하도록 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를 인도하는 교시, 시사
또는 동기가 있는 것

위의 USPTO의 예시 내용은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용발
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 및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되는 것을 포
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PO, EPO 및 SIPO의 심사지침서에서 들고 있는 예시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심사지침서에 USPTO가 제시하고 있는 위의 예시 내용을 진보성 판
단시에 고려할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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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284 판결
【판결요지】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
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
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
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
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판결요지】
인용고안2의 어디에도 인용고안2의 신축성 당포를 따로 때어내어 이를 인용고안1의 일회용
흡수성 팬츠(기저귀)에 결합할 어떠한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다.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선행의 공지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선행의 공지기술에서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
고, 따라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
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
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
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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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의 수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의 수와 관련하여 KIPO를 비롯한 5극 특허청
모두 청구항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문헌을 조합할 수 있는데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의 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EPO는 심사가이드라인116)에서 “다만, 특징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하나 이상의 개시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은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시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조합된 교시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 분석 또는 적절한 이유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규정하여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의 수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할 것
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심사관이 2개 이상이 다른 개시를 조합하는 것
이 자명한지를 결정할 때 (1) 개시 내용에 대해 당업자가 그것을 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명시된 출처가 유사, 근접 또는 원격의 기술 분야의 것인지 여부
및 (3) 이러한 개시를 서로 관련짓는 것에 합리적인 기초가 있는지 여부(즉 문헌의
한편이 명확하게 다르지 않은 다른 한편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
도록 안내117)함으로써 심사관의 무리한 선행기술의 조합을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
고 있다.

2. 검토 및 고찰
현재 KIPO는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조합되는 선행기술문헌의 수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합되는 문헌의 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데, 이러한 이유로 EPO는 암묵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문헌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
며,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서도 “진보성 판단시에는 2이상의 문헌을 상호 조합시켜
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조합은 당해 발명의 출원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조합할

116) EPO 심사가이드라인 C-IV 11.8.
117) EPO 심사가이드라인 C-IV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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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여러 문헌
을 조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실제의 심사 실무관행은 이러한 사항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도 하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심사관행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언
심사관의 선행기술 문헌의 조합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심사관행의 통
일화를 기하기 위해 심사지침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선행기술 문헌을 조합할 때 그 조
합은 자명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문헌의 조합이 자명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시 내용에 대해 당업자가 그것을 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명시된 출처가 유사, 근접 또는 원격의 기술 분야의 것인지 여부 및
(3) 이러한 개시를 서로 관련짓는 것에 합리적인 기초가 있는지 여부(즉
하나의 문헌이 다른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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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선행기술과 본원발명의 차이점을 평가하는 기준

선행기술과 본원발명을 대비한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공지의 재료 중에
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일상적인 시
행착오 또는 통상적인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다는 점에서 3극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태도가 일치한다.
세부적인 기준에 한국 심사지침서는 선택발명과,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3극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보다 세밀하게 기
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 청구항 기재발명에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세부적인 한정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1. 온도 또는 그 외의 수치범위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의 심사지침서는 수치한정발명의 정의 및 진보성 판단시에 한정된 수
치범위 내에서 인용발명에 비해 유리한 효과를 가져야 하며, 그 효과가 임계적이거
나 이질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서 2411-2412면).

USPTO는 온도 또는 그 외의 범위가 종류가 다르고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새로운 또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임계(critical) 범위’라고 하며 출원인이 임계성
(criticality)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PO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에 관하여 우리 심사지침서와 동일한 취지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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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및 고찰118)
수치한정발명은 발명의 구성요건의 한 요소들인 길이, 무게, 압력, 각도, 시
간, 배합비율 등에 관하여 그 수치를 특정함으로써 수량적으로 표현한 발명이다. 이
경우 공지발명에서 특정범위 내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때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이 되므로 진보성이 문제되는 것은 공지발명에서 그러한 수치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그것과 다른 범위의 수치가 제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업자가 공
지기술을 현실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최적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려되는 양적 범위로서 각별하게 특수한 것이 아닐 때에는 당업자가 적절하게 결
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수치한정발명에서의 효과는 공지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치의 특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
고 그 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발명으로 특정된 수치가
종래의 기술상식을 뛰어 넘는 것인 때에는 반드시 각별한 임계적 의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수치를 특정한 발명이라 하여도 그 수치한 특정의 유
무만이 공지기술과의 상위점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구성의 상이도 고려될 것이므로
반드시 임계적 의의까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제언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기준은 KIPO를 비롯한 USPTO, JPO,
EPO의 견해가 일치한다. 현재 KIPO 심사지침에서는 수치한정발명과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방법 및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심사지침의 태도에서 크게 변경될 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118) 박승문,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소고, 특허법원 (2006).

246
-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후1299 판결
【판결요지】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
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
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
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
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
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후448 판결 등 참조).

(2) 일본
□ 동경고재 평성 19년 2월 27일 평성18년(행케)제10386호
【판결요지】
본원의 보정 발명의 혼합 비율에 임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치범위 전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 동경고재 평성 17년 6월 22일 평성17년(행케)제10189호
【판결요지】
본원 명세서에는 상기한바 이상으로 유기 EL소자의 발광 휘도의 쇠퇴나 발광 수명의 저하
경향이 할로겐 화합물 농도 500 ppm 부근을 경계로 하여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즉 500
ppm 부근에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임계점의 존재를 살필 수 있는 기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본원발명 1은
장시간의 구동에 따른 발광 휘도의 쇠퇴가 작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유기 EL소자를
제공하기 위해 할로겐 화합물 농도의 허용한도로서 농도 500ppm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하며, 이 수치 내외에서 효과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소위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수치로서 500 ppm의 농도를 개시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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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 또는 구조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형상 또는 구조의 변경에 따른 진보성 인정에 관하여 KIPO, EPO, JPO는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KIPO의 기준에 있어서는 형상 또는 구조의 변경
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
휘에 해당하는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고, 그 예로서 균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
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USPTO119)는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통상이 아닌 또는 예상되
지 않는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형상 또는 구조의 변경인 경우 진보성이 없는 것으
로 제시하고, ln re Dailey 사건120)을 예로 들면서 구조가 선택의 문제이며 당업자
를 설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를 예시한다.

나. 검토 및 고찰
종래의 공지․공용된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효과상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한 설계
변경으로 보고,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제언
형상 또는 구조의 변경에 대한 진보성 판단은 기본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심사지침서에 아래의 대법원의 1982. 10.
26. 선고 80후76 판결의 요지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안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119) USPTO MPEP 2144.04.
120) In re Dailey, 357 F.2d 669, 149 USPQ 47 (CCPA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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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판례

(1) 우리나라
□ 대법원 1982.10.26. 선고 80후76 판결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
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 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
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
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공
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미국
□ In re Dailey, 357 F.2d 669, 149 USPQ 47 (CCPA 1966)
【판결요지】
청구항의 폐기가능한 플라스틱 간병용기의 형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청구항의 용기의 특정 형상이 중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도 자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다.

3. 재료 또는 부품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재료 또는 부품의 선택에 관하여, KIPO, EPO, JPO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USPTO는 청구된 발명이 다른 재료에 의해 선행기술과 구별되고 그 재료가
의도하는 용도에 대해 적합하다는 것에만 근거하여 선택되고 있는 경우 재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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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의해 생기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의 시사가 없으면 진보성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121)

나. 검토 및 고찰

재료의 변경이나 부품의 변경이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USPTO의 제시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 제언

KIPO는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예시(심사지침서 2410면)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심사사례집 등을 통해 상기 유형별로 적절한 사례를 들
어 설명함으로써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788 판결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
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
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1640
121) USPTO MPEP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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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각 참조).

4. 크기, 비율 또는 양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크기, 비율 또는 양적 차이에 관하여 KIPO, EPO, JPO는 별도의 기준을 제
시하지 않고 있으며, USPTO는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구성요소의 크기,
비율 또는 양의 변화이며, 이러한 요소가 조합되어 선행기술에 나타난 기능과 동일
한 기능을 실행하여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주지 않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122)

나. 검토 및 고찰

크기, 비율 또는 양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은 그러한 차이가 당업
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내인지 및 그러한 차이로 예상치 못한 작용과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제언

위의 “3. 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와 같다.

5. 역의 요소 또는 부품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22) USPTO MPEP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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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USPTO만이 별도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USPTO는
청구된 발명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작동하는 요소 또는 부품을 역으로 함으로써 선
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123)

나. 검토 및 고찰

구성요소 또는 부품을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역으로 채용한 정도에 불과하
며, 그것이 당업자에 의해 간단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명시적인 지침이 없어도 5극의 공통된 태도로 유추할 수 있다.

다. 제언

위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면, “역의 요소 또는 부품”에 관한 USPTO
의 기준을 채용할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심사지침서에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역의 요소 또는 부품”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6. 생략된 요소 또는 부품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청구항 기재발명이 선행기술의 요소 또는 그 기능의 생략에 의해 선행발명
과 구별되는 경우, USPTO는 그러한 생략에 의해 생기는 예상되지 않는 결과의 시
사가 없으면 진보성을 부정한다.

한편, EPO는 생략이 상업적인 이유인 경우로서 그 결과 품질이 열화되는

123) USPTO MPEP 2144.04.

252
-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며, 생략의 결과 예상되지 않은 일로 품질이 동등 또는 향상
된 경우나 현재의 기술적인 의견과 완전이 반대로 된 경우에는 진보성을 긍정하는
시사로 간주하고 있다.

나. 검토 및 고찰
발명이 구성요소 또는 부품의 생략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대응기능
이 소실되는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측면에서 USPTO나 EPO의 태도는 일
치한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 KIPO나 JPO, SIPO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
하다. 구성요소 또는 부품의 생략으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략으
로 인해 새로운 또는 현저한 작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다. 제언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진보성 판
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

가.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용발명과 청구범위 기재 발명 사이에 단순한
용도의 차이만 있는 경우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심사지침
서 2517).

USPTO는 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의 용도와 유사하지 않고,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에 의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에 의해 생
기는 기대되지 않은 결과의 시사가 없으면 진보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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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는 화학 이외의 발명의 경우 신규하고 예상되지 않은 효과가 포함되지 않는 이
상 기존 방법의 신규 용도에 진보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토 및 고찰

EPO, JPO, SIPO는 용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용도
발명이나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진보성 인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규성 측면에서 청구항 기재발명은 선행기술과 다른 새로운 용도를 가져야 하며,
진보성 측면에서 유리한 효과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예상되지 않는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언

EPO는「당초 외과적, 치료적 및 진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제안된
공지의 화학물질 또는 화합물의 경우 그 용도가 신규하고 진보적이면 그 용도로 한
정된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JPO는 청구된 의약 발

명의 의약 용도가 인용발명의 의약 용도와 달라도 출원전의 공지 기술, 기술상식에
의해 양자 사이의 작용 기전의 관련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효과 등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 본원 의약 발명의 진
보성은 부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JPO 심사기준 제VII부 제3장「의약 발명」2.3.
1.1(1)).

구조에 관한 발명 특히 기계분야의 발명에 있어서 구조가 유사한 경우 용도
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작용 효과 역시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는 경우가
적다고 본다.
따라서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과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의약의 용
도와 관련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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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KIPO에서는 의약발
명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규정은 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선택발명

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5극 특허청이 모두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1) KIPO
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는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으로, 인용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하여 선택한 발명을 의
미한다.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적(好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택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그 선
택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1)

(2) JPO
선택발명이란 물건의 구조로 부터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분야에 속하

는 발명으로서 간행물에서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 또는 사실상 또는 형식상의
선택요소로 표현된 발명으로부터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
또는 당해 선택요소의 일부를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발
명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전자의 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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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선택발명이 될 수 있다.

(3) EPO
선택발명의 주제는 그것이 선택된 세트의 일부

또는 범위의 일부를 나타낸

다는 점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제품 또는 방법의 훨씬 폭넓
은 기존의 범위로부터 선택된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방법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는지
의 통상의 기준은 예상되지 않는 기술적 이점 또는 효과가 발생되는가 하는 것이다.
선택이 특정 기술적 효과와 관련되는 경우 및 당업자를 선택으로 이끌어내
기 위한 힌트가 없는 경우 진보성은 인정된다.(선택된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기술
적 효과는 보다 넓은 기존의 범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동일하여도 그 정도는
예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4) USPTO
먼저 개시된 발명에 광범위한 구성요소 또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경우 특정
구성요소 또는 하위개념(subordinate)의 아이디어가 선택되어 그들이 특히 중요하
거나 또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당해 기술에 있어서 청구된 구성요소
또는 하위개념의 아이디어의 임계성을 제시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성을 포함하는 선택발명이 발생될 수 있다.
다만, KSR 사건에 있어서 최고법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자신의 기술적 파악 내에 알려진 선택사항을 추구하는 상당한 이유를 가
지고 있는」경우「한편, 이것이 예상된 성공으로 이끈다면 발명의 산물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 및 상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자명
하다는 사실은 35 U.S.C. 103에 근거하여 증명될 가능성이 있다」(KSR사건, 합중
국 특허 심판판결집 제2편, 제82권 1397페이지).

(5) SIPO
선택발명은 선행기술에 공개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선행기술에 언급되지
아니한 작은 범위 또는 개체의 발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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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화학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발명의 유형으로 그 창조성의 판단은 주로 발
명의 기술효과를 참고한다. 만약 선택발명의 기술방안이 예측하지 못한 기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한 것이므로 창조성을 구
비한다.

나. 검토 및 고찰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해서는 5극 특허청에 제시하는 기준이 대동소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큰 이
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338 판결
【판결요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
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
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참조),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
분하게 기재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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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과제 자체가 신규하고 진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방법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용발명과 청구항 기재 발명의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이 기재된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
다는 것이 KIPO와 JPO의 공통된 태도이다.

USPTO는 「청구된 발명을 만드는 특정의 동기 또는 발명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때문에 자명성 판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실을 검토한 결과, 통
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에게 있어 자명한지 여부에 따라 청구된 발명의 자명성을 판
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다. 즉, USPTO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자체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2. EPO의 심사기준
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 고려시 인용발명에 청구항 기재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시사가 있는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KIPO의 태도이다. KIPO는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
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
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한편, 한국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81 판결은, “당해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는 공지기술의 전용 내지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라고 판시하여 KIPO의 태
도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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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특정 및 과제 자체의 특수성에 따른 진보성
판단은 EPO의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PO는 “심사관은 출원 및 당해 선행기술에 관한 자신의 완전한 지식에 근
거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립한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
립된 과제는 반드시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한 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
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출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은 KIPO의 심사지침에도 반영될 여
지가 있다. 즉,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시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구속되어 심사하
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 기재발명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USPTO에서 자명성의 판단시 청구된 발명을 실시하는
특정 동기 또는 발명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자명성 판단을 규제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EPO는 한층 더 나아가 “과제 자체가 신규하며 또한 진보성을 포
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청구항에 표현된 과제에 대한
해결법은 필연적으로 다른 과제의 자명한 해결수단이 아닌 한(이른바「일방통행」
의 상황)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하여, 과제 자체의 특성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검토 및 고찰

특허청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과제가 공통하는 경우라면 청구항 기재발명
의 진보성을 부정할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청구범위 기재발명의 과제가 상이하거나 과제 자체가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과제 자체의 차이만으로 청구범위 기재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청구
범위 기재발명의 구성 자체가 비자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과제 자체의 특수성에
따른 진보성 인정에 관하여 EPO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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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과제 자체가 신규하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다만 과제 자체가 신규하고 인용발명들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역시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심사지침서에서 과제가 독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참작할 때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EPO의 태도를 참작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과제의 독창성
은 진보성 판단시 진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 과제
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이 종래 기술과 대비할 때 비자명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보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심사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다. 관련 판례

□ T 2/83 (OJ 1984, 265)
【심결요지】
그 동안 인지되지 못했던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은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소하고 자명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 경우가 있다.

□ T 225/84
【심결요지】
심사관이 인용한 참용문헌 중 어느 것도 출원발명이 해결한 문제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의 인지 자체가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는데 주요 요인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T 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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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요지】
문제의 인지 자체는, 만일 그것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진보성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면 단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당연히 발견되는 결점의 제거가 문제인 경우이다.

T 971/92
【심결요지】
결점의 제거, 파라미터의 최적화, 시간 또는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숙련된 상상의 인물의 정상적인 활동의 기초가 되는 종래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이해는 발
명의 진보성을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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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청구항의 발명의 효과에 대한 사항이 상세한 설명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및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및 JPO는 진보성 판단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
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
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태도이며, SIPO의 경우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USPTO는 자명성에 부가하여「효과」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범위 기재 발명에 따른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
지에 관해 EPO는 “특허성을 가지는 발명이 기술적 진보 또는 유용한 효과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기
술수준에 관한 유리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EPC 규칙
42(1)(c)), 그러한 효과는「진보성」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4)고 설명
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및 특허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는 원칙적
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발명의 유리
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참작한다”라는 취지로 판시125)
하고,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도 없는 효과에 대해서는 진보성 판단시 참

124) EPO 심사가이드라인 C-IV, 1.3.
12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5후9503 판결, 특허법원 2006. 9. 22. 선고 2005허92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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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126)하고 있는바, 요컨대 법원은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
을 판단할 때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효과를 참
작하여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3.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유리한 효과는 발명의 실질적 효과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필수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127)

판례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유리한 효과와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나타나는 효과
는 참작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인용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고(심사지침서 2407),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
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128)는 심사지침서의 규
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제언
한편, 경우에 따라 출원인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실제 효과보다 과장된 효과
를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심사지침서에 “심사관은 발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좌우되지 않고,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실제
로 파악되는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여 둠으로써 발명
의 효과에 대해 출원인의 주관적 주장에 얽매이지 않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
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26) 특허법원 2005. 5. 27. 선고 2004허4310 판결.
127) 구조에 관한 발명 등 일반적 발명과 달리 선택발명, 의약의 용도발명, 수치한정발명 등과 같은 특수한 발명
의 경우에는 발명의 효과 기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한 항목에서 살펴본다.
128) KIPO 심사지침서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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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판결요지】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
석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
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
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5허9503 판결
【판결요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
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2005. 5. 27. 선고 2004허4310 판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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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리한 효과를 참작함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
는 효과 및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효과만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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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비교테스트를 진보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비교테스트는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인용발명에 대비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이다.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진보성 판단시 유용하게 참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비교
테스트의 제출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KIPO는 비교테스트의 제출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EPO는 ‘비교테스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여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USPTO는 ‘비교 테스트는 보통 USPTO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일응 유리한
자명성의 케이스를 설정한 후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129)

한편, JPO는 명세서에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을 때
및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그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 결과)된 효과를 참작한다. 그러나 명세서
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추론할 수
없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된 효과는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130)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07. 1. 26. 선고 2005후5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129) USPTO MPEP 716.02(b), subsection III.
130) JPO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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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후2846 판결 등에서 “선택발명의 경우에 상세한 설명에는 선택발명의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교 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된다”라고 판
시하여 비교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
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131)하여 비
교테스트는 아니지만 의약 자체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데이터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될 것을 요구한다.

3. 검토 및 고찰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유리한 효과는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각국 심사지침
의 태도라고 볼 때 비교테스트를 진보성 판단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된
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테스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
요는 없으며, 심사관이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심사관이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경우 출원인의 자유 의
사에 의하여 비교테스트를 제출함으로써 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며,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이 그 효과의 입
증을 위한 비교테스트의 제출을 의견제출통지서에 시사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겠다.

4. 제언
13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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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에 따를 때, 진보성 판단시 유리한 효과를 참작하므로 비교테스
트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원인이 제출한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시 참작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지침에서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비교테스트의 제출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심사관은 비교테스트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하
는 것을 제안한다.

5.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5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판결요지】
선택발명의 경우에 상세한 설명에는 선택발명의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5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판결요지】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
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
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유럽
□ T 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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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원발명이 갖는 예기치 못한 효과와 선행기술과의 비
교실험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출원발명이 갖는 예기치 못한 효과가 출원발명의 진보
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비교되는 용도와 관련하여 출원발
명과 선행기술 발명간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심판청구인이 선행기술에 기재된 여러 물질 중 심판청구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물질
만을 비교대상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선행기술상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물질일지는 몰라도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질과 기술적 진보를 비교하고 있는 것
이다. EPC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진보(technical progress)가 특허요건이 아니다. 즉 출원발
명이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명한 것이 아니면 되는 것이지 기술적
진보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실험에 의하여 나타난 출원발명의 효과는 출원발
명의 진보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합한 실험들은 양 발명에 있
어서 구조가 유사한 물질들에 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출원발명의 예기치 못한 효과란 선행
기술에 기재된 유사한 물질과 비교했을 때의 예기치 못한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T 197/86
【심결요지】
비교실험의 목적이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진보
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비교는 출원발명의 효과가 출원발명의 특징
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 요소들을 조절
함으로써 양 발명이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에 구별되는 특징에 의해서면 차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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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진보성 판단시 예상되지 않는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진보성 판단시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예상되지 않는
결과(즉,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한 그러한 예상되지 않는 결과를 진보성 판단시 고
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KIPO, JPO는 진보성 판단시 유리한 효과를 참작하는 것으로
제시할 뿐이다.

이에 대해 USPTO는 출원 발명의 자명성이 입증되는 경우 자명성에 대한
반론 또는 반증의 제출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며, 반증에는 청구된 발명이 예상
되지 않은 개선된 특성 또는 선행기술에 존재하는 않는 특성을 생성한다는 증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예상되지 않은 결과는 비자명성의 증거로서 비
율, 범위, 화학적 순도, 제조 공정 및 선택발명을 포함하는 경우에 제시되는 것으로
USPTO는 기재한다.

한편, EPO는 “예상되지 않는 또는 경이적인 혹은 그 양쪽 모두의 결과는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비교할 때 추가적인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제시
한다.

2. 검토 및 고찰
예상되지 않는 결과란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인용발명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효과,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것이며, 실제적으로 발명의 효과는
진보성 판단시 참작될 뿐이고 발명의 효과 자체가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바, 예상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효과의 참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와 관련한 더 이상의 심사지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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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당업자의 정의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기대되는 지식의 양 및 숙련

KIPO는 “당업자”에 대해 심사지침서에서 당업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
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로 정의한다.

JPO는 당업자란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스스로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당업자는 발명이 해결하
려고 하는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EPO는 당업자를 관련된 날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통의 일반적 지식이 무
엇인지를 알고 있는 보통의 실무가로 정의하고, USPTO는 발명시에 관련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상 인물로 정의한다.

SIPO는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가상적인 '자'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의 모든 보통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수 있
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한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당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EPO는 당업자는,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 특히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을 입수 가능하고, 일상적 업무 및 실험을 위
한 보통 수단 및 능력을 구사할 수 있고, 추정된 교육 및 경험에 적절한 기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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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추정한다. 더불어 USPTO는 심사관은 당업자의 지식과
기능을 나타내는 그 자신의 기술적 전문 지식에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나. 통상의 기술자/평균적인 전문가
EPO는 국내의 당업자는 평균적인 숙련 및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진보성을
가지는 숙련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기술에 있어서 공통의 일반적 지식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보통의 실무가로 간주된다고 제시하고, 그러한 가상적
인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케이스마다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의 창작력을 가지는 자이며(USPTO), SIPO는 당업자
가 창조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 당업자로 이루어지는 팀
JPO와 EPO는 당업자를 1인이 아닌 복수의 기술분야로부터의 전문가로 이
루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
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복수의 기술자로 이루어진 팀을
당업자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통상적으로 당업자는 추상적인 자연인으로서 1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떠
한 경우에 당업자로 이루어지는 팀을 당업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복수의 자가 복수의 기술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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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길채, 지식재산21 2006년 1월호,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소고 中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강학상으로 “당업자(當業者)”라고 하기도 하는 데,
현재 판례132)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결정시 특단의 전문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
진 대학교수, 당해 특수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 과학적 명성이 있는 전
문가는 평균 수준이상의 자이므로, 이들의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
고133), 선행기술의 조사를 통하여 가상적인 제3의 객관적 인물을 상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134). 유럽에서는 통상적으로 해당분야의 적당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로
서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기술자를 상
정하고 있는 듯하며135), 관련분야의 학자보다는 기술적 실무담당자가 보다 적합한
당업자 수준으로 보고 있다136)137). 또한, 당업자는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고, 출
원발명의 성격과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관련 기술분야의 하나의 팀(그룹)이 될 수도
있다138).
당업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출원발명의 명세서로부터 도출된 기
술적 지식은 배제되어야 한다139). 반면, 과연 당업자(통상의 지식인)가 그 출원 전
13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등.
133) 반용병, 화학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제10면
(2002).
134) 반용병, 앞의 논문, 제11면. 반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글은 임호, 앞의 책, 제287면 : 선행기술의 내
용을 조사하는 것과 통상의 지식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통상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선
행기술이 가지는 내용과 범위, 그리고 가르침(teaching)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결론
을 내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행기술의 내용과 범위 및 가르침을 알아내는 것은 통상의 지식수준을 확정하
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행기술은 a)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이 노력하였으나 실
패하였고,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는 이를 해결하였다는 주장, b) 특허가 출원된 발명이 해결하였다고 하는 점
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해결책, c) 타인이 특허발명의 과제를 이미 해결하였다는 증거 등은 통상의 지
식인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는 가상적인 통상의 지식인
에게 해결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아무런 시사를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135) Dr. Bernd Hansen 외 1명, Protecting Inventions in Chemistry, Wiley-VCH, 제244면 (1997).
136) Bernd 외 1명, 앞의 책, 제245면.
137) 심사관이나 판사들과 같은 판단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광고간판이나 상하
수도 배관처럼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대부분인 경우와, 유기화합물합성과 같이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종사가자 대부분인 경우, 종래기술로부터 이를 변형하거나, 결합하거나 일부 구성을 삭제하는 것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도, 분야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해당분야의 종래기술의 흐름 등을 통해 당업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상정하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진
보성 판단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138) Bernd 외 1명, 앞의 책, 제246면.(독일, XZR 53/38 of 19. 12. 1985, GRUR 1986, 372), 그러나, 吉藤辛
朔, 특허법 개설, 제11판, 제95면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의 단수이고, 법인이나
복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개별적으로 통상적인 지식도 2개가 결합되면 하나의 자연인에게는 통상적인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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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지된 모든 문헌을 숙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분야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지식․문헌 정도만 숙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 분
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은 숙련된 전문엔지니어들이 갖는 지식수준으로
서, 관련된 기술 분야의 모든 공지된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인용문헌을 포함한 출원전 공지기술을 모두 숙지한 정도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그 출원발명의 기술
사상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업자 수준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도 소수
의견은 높은 수준의 기술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판사도 아니고, 문외한도 아닌,
또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지식인도 아니고, 당해 산업분야에서의
천재도 아닌,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의 상기 판례도 이 소수의견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정도140)만을 숙지하고 있는 기술적 숙련자면 족하고, 당업자가 인용
문헌과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주어졌을 때, 출원발명의 기술
적 사상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가 진보성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어떤 기술분야는 그 진보되는 기술의 폭이 매우 좁아, 조그마한 기술적인
개량도 특허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떤 기술분야는 반대로 기술의 진보폭이 매
우 넓어 획기적인 개량기술에 대해서만 특허화되기도 한다. 이는 각 기술분야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 특정후에는 선행기술검색 등을 통해,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기술의
진보의 폭을 인지한 후, 당업자의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용
이하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당업자의 수준 상정은 진보성은 물론 명세서 기재불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업자 수준을 너무 높게 상정하게 되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139) Bernd 외 1명, 앞의 책, 제245면.(독일, X ZB 95/87 of 4. 7. 1989, GRUR 1959, 317). 단,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선행기술로 기재하고 있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기술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래에는 x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Y로 구성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기술사상을 명확하게 종래기술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Y라는 기
술구성을 개시한 종래문헌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이 기재만을 근거로 Y라는 기술사상을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는 없다.
140) 대학교재, 유명저널에 실린 기술적인 내용, 당업계의 주지기술, 관용기술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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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명세서 기재상의 흠결은 쉽게 간과될 수 있게 된다. 반면 당업자 수준을 낮게
상정하게 되면, 진보성이 쉽게 인정되는 반면, 명세서상의 사소한 흠결로 인해서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진보성의 판단시의 당업자와 기재불비
판단시의 당업자는 동일한 수준에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은 자
국의 산업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현재 선진국은 진보성 판단시의 당업자 수
준이 기재불비 판단시보다 다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 정차호, 지식재산 21 2006년 1월호, 당업자와 특허심사관과의 관계 中에서
(1) 당업자의 정의
우리나라 판례는 당업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
인다141). 일반적으로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식견과 기술상식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정의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
서는 당업자를 불법행위(tort)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자(reasonable man)와 비
슷한 개념의 실제의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상정하는데142) 그 가상의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art)
를143) 유럽에서는 "skilled person"을 자주 사용한다.

심사관, 심판관, 판사, 배심원, 해당 기술분야의 초보자, 해당 기술 분야와
동떨어진 분야의 기술자, 해당 기술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 재능을 갖는 자, 발명의
실제적인 발명자 등은 당업자가 아니다144). 그러므로 발명의 기술내용과 선행기술
14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및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등은 당업자를
“그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표현을 약간 다르게 서술한 정도에 불과하고 당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142) Panduit Corp. v. Dennison Mfg. Co., 810 F.2d 1561, 1566 (Fed. Cir. 1987)(“decisionmaker
confronts a ghost, i.e.,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not unlike the 'reasonable man' and
other ghosts in the law”).
143) Wikipedia (www.wikipedia.org)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or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is a legal fiction defined in the Patent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similarly by other patent laws in the world. If something can be invented by this person or if a
problem can be solved by this person, the particular invention is not worthy of patent protection or,
in other words, does not pass the obviousness or inventive step test. In practice, PHOSITA is a set
of legal fictions evolved over time. Since the obviousness of an invention is a basic question to ask
when awarding a patent, similar tests can be found in many patent.”).
144)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713 F.2d 693(Fed. Cir. 1983); Kimberly-Clark Corp. v.
Johnson & Johnson, 223 USPQ 603 (Fed. Cir. 1984). 실제 사건에서는 결국,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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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전문가의 증언을 참조할 필요가 없이 법관에 의해서 용이하게 이해되는 경
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발명이 자명하다고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당업자는 인용된
선행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145)

때때로 당업자는 연구팀이나 생산팀처럼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 예를 들어 고급 레이저 기술에 있어서의 당업자란 물리, 전자공학 및 화학 세
분야의 세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의미할 수 있다146). 한 팀으로서의 당업자
중 기술자가 아닌 번역가도 포함될 수 있다. 즉, 선행기술이 다른 팀원들이 해독할
수 없는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그 외국어를 해독할 수 있는 팀원이 그 팀에 포함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팀인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147) 그러므로 선행기술이 외국어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가 진보성 판단
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2) 당업자 수준 판단
당업자 수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데 첫째 통상의(ordinary) 지식이라는 것
이 어느 정도인지, 기술이 있는 자(skilled person)가 누구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해당 발명의 기술 분야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복합기술의 출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업자는 출원일 당시 그 기술 분야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지
식을 알고 있는 통상의 실무자(practitioner)라고 가정할 수 있거나 또는 선행기술
(prior art), 특히 서치 보고서에 인용된 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접근 수단을
가지고 있고148), 일상적인 일이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의 수단과 능력을 자
진보성, 명세서 기재불비 등을 판단하므로 관련 선행기술을 다 알고 있는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를 당업자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다른 것이 보통이므
로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송의 단계별로 당업자의 수준이 크게 변하고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145) Chore-Time Equip., Inc. v. Cumberland Corp. 218 USPQ 673 (Fed. Cir. 1983).
146) EPO 심결 T 57/86, T 460/87, T 295/88, T 2/94, T 222/86.
147) Amber C. Stebbing & Amanda Perkins, ARTFUL DETERMINATION: "STATE OF THE ART" AND
PCME LTD v GOYEN CONTROLS CO UK, LTD,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999, 21(7),
377-380 (" ...even if it was unlikely the skilled person would be fluent in such language. Since the
skilled addressee may be a team, in these circumstances the team would include an 'ordinary skilled
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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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된다. 다만 당업자는 발명자와는 달리 발
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149)

미국 법원이 당업자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150) 6개 요소가 반드시 다 고려될 필요는 없으며 그 중 몇 개에 대하여 고려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1. 발명자의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of the inventor)
2. 당해 기술 분야가 직면한 문제의 유형(type of problems encountered in
the art)
3. 그 문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책(prior art solutions to those
problems)
4. 진보의 속도(rapidity with which inventions are made)
5. 기술의 복잡성(sophistication of the technology)
6. 그 분야의 실제 종사자의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of active workers
in the field)

당업자는 기술 분야별로 그 수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 분
야에서는 학사학위 및/또는 약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당업자이나151),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당업자의 교육수준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하여 약간 높아서 석
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당업자가 될 수도 있다.152)

148) Custom Accessories, Inc. v. Jeffrey-allan Industries, Inc., 807 F.2d 955, 962 (Fed. Cir. 1986) (진보
성 판단의 경우: “The person of ordinary skill is a hypothetical person who is presumed to be aware of
all the pertinent prior art”).
149) EPO 심사 가이드라인 C-IV 9.6.
150)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713 F.2d 693, 696 (Fed. Cir. 1983), cert. denied, 464
U.S. 1043 (1984).
151) Robotic Vision Systems, Inc. v. View Engineering, Inc., 189 F.3d 1370, 1373 (Fed. Cir. 1999) (학사
학위 또는 상응하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당업자로 본 경우); WMS Gaming Inc. v. International Game
Technology, 184F.3d 1339, 1357-58 (Fed. Cir. 1999) (학사학위 및 수 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당
업자로 본 경우).
152) Merck & Co., Inc.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228 F. Supp.2d 480, 501 (D. Del. 2002) (의
약, 의화학 분야에서의 당업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본 경우); McNeil-PPC, Inc. v. L. Perrigo Co., 207 F.
Supp.2d 356, 363 (E.D. Pa. 2002), aff'd in part, rev'd in part, 337 F.3d 1362 (Fed. Cir. 2003) (생화학,
약학 분야의 당업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경우); Imperial Chem. Indus., PLC v. Danbury Pharmacal,
Inc., 777 F. Supp. 330, 371 (D. Del. 1991) (유기화학분야의 당업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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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당업자에 관한 정의는 5극의 태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심
사지침에서 당업자의 정의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기술분야
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심사지침
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구체적인 해석에 관해서는 판례나 학술연구
등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업자로 이루어지는 팀’에 관하여 JPO와 EPO가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팀’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곤란하며 법인 발명을 인정하
지 않는 현실에서 ‘팀’ 단위로 당업자를 판단하는 것은 법해석상의 문제도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업자로 이루어진 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4. 관련 판례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선행의 공지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선행의 공지기술에서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
고, 따라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
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
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
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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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요망 사항을 고려할지 여부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요망 사항을 해결한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인정시 고려할 것인가에 관해 KIPO와 JPO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EPO, USPTO, SIPO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USPTO는 어떠한 경우에 장기간 요망되고 있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필요성은 당업자에 의해 인식된 지속되는 것이어야 하고, (2)
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요성은 출원인에 의한 발명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충족
되어서는 안 되며, (3)발명은 실제로 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요성을 충족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고 규정153)하고 있다.
153) USPTO MPEP 716.04 Long-Felt Need and Failure of Others
I. <THE CLAIMED INVENTION MUST SATISFY A LONG-FELT NEED WHICH WAS RECOGNIZED,
PERSISTENT, AND NOT SOLVED BY OTHERS
Establishing long-felt need requires objective evidence that an art recognized problem existed in the ar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solution. The relevance of long-felt need and the failure of others to
the issue of obviousness depends on several factors. First, the need must have been a persistent one
that was recognized by thos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re Gershon, 372 F.2d 535, 539, 152 USPQ
602, 605 (CCPA 1967) ("Since the alleged problem in this case was first recognized by appellants, and
others apparently have not yet become aware of its existenc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could
not possibly be any evidence of either a long felt need in the . . . art for a solution to a problem of
dubious existence or failure of others skilled in the art who unsuccessfully attempted to solve a
problem of which they were not aware."); Orthopedic Equipment Co., Inc. v. All Orthopedic Appliances,
Inc., 707 F.2d 1376, 217 USPQ 1281 (Fed. Cir. 1983) (Although the claimed invention achieved the
desirable result of reducing inventories, there was no evidence of any prior unsuccessful attempts to do
so.).
Second, the long-felt need must not have been satisfied by another before the invention by applicant.
Newell Companies v. Kenney Mfg. Co., 864 F.2d 757, 768, 9 USPQ2d 1417, 1426 (Fed. Cir. 1988)
(Although at one time there was a long-felt need for a "do-it-yourself" window shade material which
was adjustable without the use of tools, a prior art product fulfilled the need by using a scored plastic
material which could be torn. "[O]nce another supplied the key element, there was no long-felt need
or, indeed, a problem to be solved".)
Third, the invention must in fact satisfy the long-felt need. In re Cavanagh, 436 F.2d 491, 168 USPQ
466 (CCPA 1971).
II. <LONG-FELT NEED IS MEASURED FROM THE DATE A PROBLEM IS IDENTIFIED AND
EFFORTS ARE MADE TO SOLVE IT
Long-felt need is analyzed as of the date the problem is identified and articulated, and there is
evidence of efforts to solve that problem, not as of the date of the most pertinent prior art
references. Texas Instruments Inc. v. Int'l Trade Comm'n, 988 F.2d 1165, 1179, 26 USPQ2d 1018,
1029 (Fed. Ci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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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및 고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problem), 다시 말
하면 숙원적 기술문제를 해결한 경우 이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바로 인정하기는 곤란
하며 단지 진보성 인정의 2차적인(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숙원적 기술문제의 해결이 진보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심사지침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판례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판례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를 해결하는 발명
의 경우 진보성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한다. 그런데, 숙원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있고 경쟁자가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진보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서는, ⅰ)기술적 결합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ⅱ)숙원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의 기술적 지식인이지 실제 현실의 기술자가 아니며, ⅲ)특허청구항이 숙원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ⅳ)발명자의 해결책은 과거의 해결책보다는 월등한 결과
를 달성하여야 한다.154)

청구항 기재발명이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요망 사항을 해결한 경우에
진보성을 긍정하는 자료로 참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청구항 기재발명이 그렇
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예컨대, 상업성이

III. <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ESENCE OF A LONG-FELT NEED MUST BE
CONSIDERED
The failure to solve a long-felt need may be due to factors such as lack of interest or lack of
appreciation of an invention's potential or marketability rather than want of technical know-how.
Scully Signal Co. v. Electronics Corp. of America, 570 F.2d 355, 196 USPQ 657 (1st. Cir. 1977).
See also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of Cal., 713 F.2d 693, 698, 218 USPQ 865,
869 (Fed. Cir. 1983) (presence of legislative regulations for controlling sulfur dioxide emissions did
not militate against existence of long-felt need to reduce the sulfur content in the air); In re Tiffin,
443 F.2d 344, 170 USPQ 88 (CCPA 1971) (fact that affidavit supporting contention of fulfillment of a
long-felt need was sworn by a licensee adds to the weight to be accorded the affidavit, as long as
there is a bona fide licensing agreement entered into at arm's length).
154) 임호, 특허법, 법문사, pp. 394-40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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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거나 굳이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또한 어떠한 경우에 배
척할 것인지(예컨대, 단지 상업성의 문제로 인한 불실시의 경우)를 명확히 제시한
다면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언
심사지침서에 “발명이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요망 사항을 해결한 경우
에는 진보성을 긍정하는 유리한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시하는 것
을 제안한다.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구성이
나 효과에 집중하지 않고 참고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만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사료된다.

4.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
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
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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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고재 소화46. 9. 29. 소화 42년(행케)제46호
【판결요지】
흠이 나지 않는 소위 스크래치 프루프의 시계 겉테에 관한 업계의 과제 및 금속 탄화물의
제조법은 주지였다고 해도 금속탄화물이 장식적 효과를 요하는 데 사용된 사례가 없으며 또
주지의 제조법에 의해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복잡한 형상을 갖는 것을 제조하기가 곤란하다
고 예상되고 있던 이상, 시계 겉테의 재료로 금속탄화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가 쉽게 생
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유럽
□ T 109/82
【심결요지】
출원발명이 해결한 문제에 대해 선행기술이 오랜 기간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만일 그 기간동안 출원발명이 해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왔다면 출
원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T 271/84
【심결요지】
만일 어떤 공정이 그 고정에 대한 경제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상업적 규모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또한 출원발명이 그러한 경제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공정
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미국
□ Eibel Process Co.

v.

Minnesota & Ontario Paper Co.

(43 S. Ct.

322 (1923))

【심결요지】
Eibel사의 특허에 관련되는 종이제조기가 종래의 제조기에 비해 양질의 종이를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신규성이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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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절 저해 요인을 가지는 선행기술이 발견된 경우의 진보성 판단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데 부적합한 기재가 있으면 진보성이 있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
게 도출하는데 부적합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분야의 관련성과 기능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에서 보아 발명을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5)

나. JPO
간행물 중에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
도의 기재가 있으면 인용 발명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 그러나 과제의 차이점 등
일부 논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기재가 있어도 기술분야의 관련성이나 작용, 기능
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으로부터 논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서의 적격성
을 가진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8)

다. EPO
일반 원칙으로서 선행기술이 당업자를 발명에 의해 정의된 수순으로부터 멀
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존재한다. 이는 당업자가 이 실
험이 현실 또는 주장하는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는 공지의 방법에 대한 택일적 수단
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 실시의 검토마저 시도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적용
된다. (심사가이드라인 C부속 문서 4).

라. USPTO
발명으로부터 멀리하는 선행기술의 교시는 2차적 고려사항이며 심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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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심리 중의 하나이다.

라. SIPO
기술편견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기술분야에서 어떤 기술문제에 대하여 보
편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난 기술자의 인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
술편견은 다른 방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그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방해한다. 만약 발명이 이러한 기술편견을 극복함으로서 인간이 그
기술편견에서 벗어난 기술수단을 채용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러한 발명
은 특출한 기술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한 것이므로 창조성이 있다.

2. 검토 및 고찰
인용문헌 중의 기술이 일견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
부와 유사해도 그 문헌에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 대해 계기 내지 기인(동기설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기재가 있을 때에는 인용발명으로서의 적격이 부족하다.155)

3. 제언
5극의 심사지침은 모두 저해 요인을 가지는 선행기술(기술적 편견)이 존재
하는 경우 이를 진보성 판단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KIPO 심
사지침에 있어서도 다른 특허청에서 제시한 바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없는바 현
재의 심사지침의 내용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관련 판례

가. 우리나라

155) 吉藤辛朔, 특허법개설(제13판), 유미특허법인 역, 대광서림,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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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3255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2에 비하여 '눈병 치료용'의 용도를 '이병 치료용'으로 바꾼
차이밖에 없는바, 오플록사신이 눈병 치료 외에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항균제로서 우수한 효
능이 있다는 것은 갑 제28호증 등의 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사실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나 인용발명 2는 오플록사신의 항균활성에 의해 염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성분과 약리활성
이 동일하다는 점, 인용발명 1에 오플록사신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항균제에 대하여 점안제
와 점이제의 용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적용되는 균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적용균과
중복되게 예시하고 있는 점, 항균제로서 동일 약물을 점안제 및 점이제로 병용하고 있는 사
례가 적지 않은 점{인용발명 2에 기재된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표현은 그 제품이
점안제로 허가를 받은 이유로 인해 의약품의 오용(오용)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품설명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점이제로서의 전용에 부
정적인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눈이 귀보다 점막이 더 민감하고 제제화 조
건도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점안제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균 처리, 이물질 제거, 완충성
확보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점안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허가
된 제품을 점이제로 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조건들에 대해 그리 고도의 고
려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 오플록사신이 다른 항균제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점(이 사
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16면 위에서 7번째 줄) 등을 종합하면, 당업자로서는 점안제로 사용
되는 오플록사신으로부터 점이제로 사용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보여진다.

나. 유럽
□ T 19/81
【심결요지】
특허명세서가 편견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정보는
특별한 전제나 또는 명세서 작성자의 시각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때로 그
러한 기술정보는 오직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T 2/81
【심결요지】
출원발명은 필름을 물로 냉각하는 기술이나 이 분야의 전문서적에는 수냉식은 단점이 많아
서 공냉식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
재를 보면 이것은 잘못된 편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한 출원발명은 진보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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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 W.L. GORE & ASSOCIATES, INC., Appellant/Cross-Appellee, v. GARLOCK, INC.,
November 14, 1983, 220 U.S.P.Q. 303; 721 F.2d 1540 (CAFC 1983)

【판결요지】
청구된 발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교시하는(teach away)」인용 선행기술은 자명성을 결

정할 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교시 내용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으며,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같은 용도에 비해 약간 뒤떨어진다
는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공지되거나 자명한 조성률이 특허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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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절 다른 사람의 실패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본 주제와 관련하여 KIPO와 JPO는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PO는 “발명이 다른 사람이 극복

또는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기술적

곤란을 극복하는 방안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 서브 테
스트는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의 숙련 및 지식 수준의 곤란을 극복하거나 또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명백히 불충분하였던 것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자명성
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서브 테스트(positive sub-test)의 하나가 된
다.”고 제시한다.

또한 USPTO는 “다른 사람의 실패는 2차적 고려사항이며, 심사관이 자명성
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심리의 하나이다.”라고 제시
한다.

2. 판례의 태도

경쟁 상대방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진보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특허침해행위자가 특허발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건을 고안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침해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
가 된다156).

3. 검토 및 고찰

타인의 실패예의 존재는 이후에서 검토할 상업적 성공과 마찬가지로 진보성
156) Intel Corp. v. U.S. Int'l Trade Comm'n, 946 F.2d 821, 835, 20 USPQ2d 1161, 1173 (Fed. Ci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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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 2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이러한 2차적 고려사항을 진보성 판단시 고려하
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특허대상에 대하여 특허발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비등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만 2차적 고려대상이 필요하거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진보
성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을 때 2차적 고려대상이 이 간격을 메우지만, 진보성을 인
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2차적 고려대상이야말로 발명의 특허가능성과 관련되어 결
정적인 증거라고 본다.
마지막 견해는 2차적 고려대상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요인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이 2차적 고려대상이 실
제로 참작할 가치가 있느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7).

그런데, 2차적 고려사항은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2차적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제 언
EPO와 USPTO의 태도를 고려할 때, 타인이 동일한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
한 결과 발명완성을 실패한 사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당해 발명의 진보성 인정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지침 제시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은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참고자
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7) 임호, 특허법, 법문사, 393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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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절 매우 활발한 기술분야에 발명이 속한다는 사실이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본 주제와 관련하여 KIPO와 JPO는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EPO는 “발명이 매우 활발한 기술 분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의견은 되지 않으나 그 첨단기술이 가일층의 진보를 위한 한정
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진보의 폭은 작아도 진보성을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USPTO는 “발명이 매우 활발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작
은 발전이 진보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및 고찰
발명이 매우 활발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 진보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EPO의 태도는 타국가의 심사지침과 비교할 때 급진적이
라 사료되며, 또한 매우 활발한 기술분야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따라서 발명이 활발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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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절 진보성을 평가할 때 최첨단 기술분야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본 주제와 관련하여 KIPO를 비롯한 JPO, USPTO 및 SIPO는 별도의 지침
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EPO만이 “당해 기술이 실제로 첨단 기술분야와 관
련되어 있는 경우, 특히 관련된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가장 근접한 선행
기술이 당해 발명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진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
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및 고찰
본 주제와 관련해서는 EPO만이 적극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기타 국가는 특
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며, 진보성 판단시에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할 수는 있
겠으나 본 주제와 같은 경우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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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절 진보성을 판단할 때 상업적 성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가. KIPO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별도의 지침
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나. JPO
상업적 성공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은 진보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하
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의 주장·입증에 의해 이
사실이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의 특징에 근거하는 것이며, 판매 기술이나 선전 등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해 나오지 않았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8(6))

다. EPO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장기간 요망되
고 있던 필요성과 직결된 상업적 성공의 증거는 그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부터 발생된 것이고, 다른 영향(예를 들면, 판매 기술

또는 선전)에 의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심사관이 납득하는 경우 진보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C-IV, 11.9.4).

라. USPTO
상업적 성공의 증거를 검토할 때 주장된 상업적 성공이 객관적 원칙에 근거
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청구된 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과 성공이 강력한 판촉 활동 또는 광고, 쉬프트·인 광고, 출원인 또
는 양수인과 상시 제휴하고 있는 구매자에 의한 소비, 그 외 청구된 발명의 실태와
무관한 영업상의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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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SIPO
발명의 제품이 상업상 성공을 거둔 경우에 만약 이러한 성공이 발명의 기술
특징에 의한 것이라면 발명이 유익한 효과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과 발명이 용이하
지 아니하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이러한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
를 구비한 것이므로 창조성이 인정된다. 다만 상업상의 성공이 다른 요인(예를 들
면, 판매기술의 개선 또는 광고선전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창조성의 판단근거
로 할 수 없다. (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4장 3.3.4)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2008.5.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에서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
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
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
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
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긍정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판단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상업적 성공의 이유만으로 진보성
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검토 및 고찰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 판단시 긍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KIPO를 제외한 4극은 심사지침에서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의 인정에 긍정적인 자
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성공이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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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외의 판매, 광고, 선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언
급하고 있다.

한편 우리 법원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상업적 특허출원된 발명에 따른 제품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그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으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발명이 선행기술
에 비하여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되며158), 몇몇의 판례에서
상업적 성공을 반영하여 진보성을 인정한 경우159)도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
원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고 선행기술
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음을 전제한 다음, 상업적으로 성
공을 하였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발명의 상업적 성공은 심사관의 진보성 판단의 심증형성을 위한 참고
적 기준은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발명의 진보성은 궁극적으로 그
발명이 인용발명과 차별적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4. 제 언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고려할 때 심사지침에 상업적 성공에 따른 진보성
판단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그 지침으로서
는 판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종합하여 “특허출원된 발명
에 따른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그 상업적 성공은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으
로 인한 것일 때에만 진보성 판단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판매, 광고, 선
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관련 판례
15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15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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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
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
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일본

□ 지적재산고재 평성18년 7우러 19일 평성17년 (행케)제10744호
제품의 판매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둘 것인지 여부는 발명의 내용의 이외에 제품의 내용이나
가격, 선전 광고의 방법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도 발명의 내용의 이외, 대가의 액, 제품의 내용이나 가격, 양사가 처해진 상황 등에 좌우된
다고 생각되므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유무의 판단은 인용발명과의 대비에 의해 엄밀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 미국
□ In re Mageli, 470 F.2d 1380, 176 USPQ 305 (CCPA 1973)
【판결요지】
판매량의 증가가 발명의 장점에 따른 것이라는 추단적인 진술이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 Demaco Corporation v.

F.

Von Langsdorff Licensing Limited et al.

(851F. 2d

1387)
【판결요지】
상업적 성공과 같은 ２차적 인자는 자명/비자명과의 결론을 내기 전에 고려 하여야 한다.
상업적 성공(라이선스, 판매 등의 성공)은 특허권(기술적 우위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특허권 이외의 인자(광고 등)에 의한 성공은 ２차적 인자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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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절 기술의 복잡성

1. 각 특허청의 심사실무
JPO 및 EPO는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술의 복잡성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기술분야의 현상(특이성)에서 기술방법의 복잡성에
서 고려하며 다른 테스트와 조합하여 판단한다.
USPTO의 보고서에서는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진보성을 평가할 때 주어지
는 자명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 또는 다른 기준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KPO와 SIPO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검토 및 고찰
기술이 복잡하다고 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공지기술을 다
수 조합하여 복잡 난해한 구성을 가진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제 언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진보성의 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기술의 복잡성은 진보성 판단시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어
야 진보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지침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