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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1. 기재 요건에 관한 법적 근거

○특허법

○특허법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의 관련 조항

제42조(특허 출원)

제36조(특허 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명세서의 양

별지 제15호 서식(명세서), 별지 제16

식), 양식 제29

호 서식(도면), 별지 제17호 서식(요

특허법

약서)

상세한 설명)

시행규칙

제24조의2(발명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특허청구
범위의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의4(특허청구
범위의 양식), 양식 제29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도면의 양
식), 양식 제30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요약서의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요약서의
양식), 양식 제3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특히 개시 및 청구항의 요건에 관

○개시 및 청구항의 기초를 형성하는

○전리법

한(EPO 관보(2007), 특별판으로 발표

것에 대한 미국 특허법의 관련 조항

제26조(발명 및 실용신안)

되어 늦어도 2007년 12월 13일 발효

은 35 U.S.C.112 및 35 U.S.C. 113

된다) 신유럽특허조약(EPC)의 규정은

이다.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개시

○전리법 실시세칙

아래와 같다:

는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리법 실시세칙 제18조 내지 제24조

제78(1)조：

명세서 및 도면을 포함한다.

유럽 특허출원의 요건
제80조：

35 U.S.C. 112 명세서

출원일
제83조：
발명의 개시
제84조：
특허청구범위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35 U.S.C.
113에 규정된 도면에 관한 별도로 마
련된 개별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35 U.S.C. 113 도면

제85조：
요약
제123조：
보정
○규칙 제40조 및 제41조
출원일이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요건(청구된 우선권 서류
에 「완전히 포함된」명세서의 누락

○관련된 미국 특허규칙은 다음의 37
CFR 1.71-1.75, 1.77, 1.81 및 1.83이
다：
37 CFR 1.7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명세서
37 CFR 1.72
명칭 및 요약

부분 및 누락 도면에 관해서는 규칙
제56조 참조)

37 CFR 1.73

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제46조 내

발명의 요약

지 제49조：
출원 관련 규정

37 CFR 1.74

규칙 제137조：

도면의 참조

유럽 특허출원의 보정
규칙 제138조：
잘못의 정정

37 CFR 1.75
청구항
37 CFR 1.77
출원의 요소의 배치
37 CFR 1.81
특허 출원에 필요한 도면
37 CFR 1.83
도면의 내용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2) 심사가이드라인, 매뉴얼, 기준 등

한국 특허청
○심사지침서 제4부 특허출원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제I부 명세서 및 특허청구
범위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유럽특허청에서의 심사에 관한 가

○개시 및 청구범위의 요건과 관련된

○전리심사지침서

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조약에

USPTO의

제2부 실질심사

대한 새로운 버전의 가이드라인, 200

MPEP 201, MPEP 608, MPEP 706

7년 12월)은 다음의 섹션에서 개시와

및 MPEP 904 등의

청구항의 요건을 취급하고 있다：

재되어 있다.

제83조(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C-II,.1, 4.3, 4.9, 4.10, 4.11, 4.17,
4.19, 6.1 및 6.3에 기재되어 있다.
제84조(청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C-III, 3.7, 4.1 내지 4.22, 5, 6.1 내
지 6.6에 기재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이 충족하여야 하는 그
외의 요건은 C-II, 4.2 내지 4.8,
4.12 내지 4.19, 6 및 7, C-III, 4.3,
4.4, 4.10, 4.11, 4.17 내지 4.19, 6
및 8, C-IV, 6.3 및 8에서 다루고 있다.
보정에 관해서는 C-IV, 4.6 내지 5.3.
11, 5.5, 정정에 관해서는 C-VI, 3.1,
5.4, A-II, 5 및 A-X, 11.2.1을 참조.
청구범위가 충족하여야 하는 그 외의
요건은 C -III 2 내지 6, C-IV 3.1,
A-X 11.2.2, B-XII 2.2에서 취급되고
있다.
도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A-I 5,
A-X; B-12 2.1; C-II 5, C-VI 3.1,
요약서에 관해서는 A-III 10; B-IV
1,4, B-X 7, B-XI 및 부속서 및 C-II
2에 주어져 있다.

실무는

특허심사기준의
여러 부분에 기

중국 특허청
제1부

초보심사,

항목 및 부항목
(3) 개시에 관한 법적 요건의 배경 및
목적

한국 특허청
○특허제도는

발명을

일본 특허청

보호·장려하고

○특허제도의 목적은 산업 발달에 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여하기 위해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1조)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이를 공개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일

공개한 자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정 조건하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

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이 공개에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의해 발명의 기술 내용을 알려 그 발

공하는 것이다.

명을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발명에 관한 이와 같은 보호 및 이용

리고 발명의 이러한 보호 및 이용은

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시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 및 발명의

기술 문헌 및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

위를 명시하는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로서의 역할을 가진 명세서에 의하여

가지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이루어지게 된다.(심사지침서 4106)

을 통해 달성된다. 제36조 제4항은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

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관해

명의 기재요건에 대해, 또한 동 제36

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문헌 및 권

조 제5항 및 제6항은 특허청구범위의

리서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기재요건

기재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을 만족하는 명세서에 의해서 달성될

기술 문헌으로서의 기능 및 권리서로

수 있다.

서의 기능은 이러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명세서에 의해서만 달성된
다.(심사기준 I－1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발명의 공중에 대한 개시는 공권력

○신규하며 유용하고 비자명한 제품

○발명 창조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

이 그 대가로서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또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

명 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보급

일정기간의 독점에 대한 대응물로 간

서는 당해 발명자는 출원서와 함께

응용을 유리하게 하고, 과학 기술의

주된다.

당해 발명의 내용 및 그 제조와 사용

진보 및 창조를 촉지하며 사회주의

법을 충분히 개시하는 명세서를 제출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

하여야 한다.

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전리법 제1조)

○공중이 발명의 개시 내용으로부터
항상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의 개시에 대한 법적 요건

○충분한 개시 요건은 공중이 발명자

은 독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도 이

에게 부여된 특허에 관한「대가」를

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구항은 특허의 범위를 결정하기

○특허 출원의 공개/특허권 발행시에

위한 것으로 그 정확한 범위에 관한

발명의 내용과 이 제조 및 사용하는

해석은 출원 및 특허 존속기간 중 몇

방법을 충분히 개시함으로써 공공 정

번에 걸쳐 필요할 수 있다. 이 해석은

보의 창고가 즉시 증강되어 연구와

명세서와 도면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혁신이 보다 쉬워짐과 동시에, 특허권

또한 개시가 특정 요소에 대해

표준

의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화된 구조를 가지는 경우 개시에 대

공중 모두가 당해 발명을 자유롭게

해서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 있다. 이는 조사와 심사를 원활히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일정한 방식 및 실체적 요
건은 청구범위뿐만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심사관의 업무의 하나는 이러한 요
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체크함으로
써 정확한 실체심사를 행할 수 있도
록 하고, 그리하여 소송에 있어서의
법관의 판단작업을 하기 쉽도록 하여
특허권자 및 경업자를 위한 법적 안
전성을 확보하며 또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키
는 것이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2. 발명의 명세서

○특허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명세서에는

(1)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및

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1. 발명의 명칭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발명의 명칭

3.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는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경우)을 기재한다.(특허법 제36조 제3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 특허법 시행규칙, 양식 29)

그 구성

4. 특허청구 범위
(특허법 제42조 제2항, 특허법 시행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칙 제21조, 별지 제15호 서식)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하여야 한다.(특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원칙적으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로 ”기술 분야”,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배경기술”,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발명
”과제를

”발명의 효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형태”,

”실시예”,

1. 기술분야

능성”,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서대로 기재한다. (양식 제29)

3. 과제의 해결 수단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원칙적으
로【기술분야】,

【배경기술】,【발

명의 내용】,【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
체적인 내용】 및(【산업상 이용가능
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별지
서식 제15호)

최선의

”산업상 이용 가
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제78조, 제80조 및 제83조는 명세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개시에 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전리출원은

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배열은 37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리법 제26조)

를 형성하며, 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은

CFR 1.77 및 MPEP 608. 01(a)에 기

규칙 제42조에 의해 정하여진다.

술되어 있다. MPEP 608.01(a)은 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안에 대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

○다른 순서가 보다 유용한 경우 규

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칙 제42(1)조에 제시된 여러 항목의

○명세서는 아래의 구성 순서가 바람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

표시 순서를 엄수할 필요는 없다. (

직하지만 강제적은 아니며, 발명의 명

하고 완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전

규칙 제42(2)조) 예를 들면 발명의 실

칭을 제외하고는 문자가 입력되는 항

리법 제26조제3항)

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과정에서 발

목의 각각은 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명의 실시에 필요한 특정 항목에 관

(a)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다음의

한 선행기술에의 참조가 인정된다.

(b)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c) 연방정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

(1)기술분야.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적

○규칙 제42조에 언급된 각각의 항목

구 또는 개발에 관한 선언.

해결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명기한다.

에 대한 명칭 또는 표제가 요구되지

(d) 공동 연구 합의의 당사자의 성명.

(2)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않는다. 만약 이러한 표제가 포함되어

(e) 컴팩트 디스크로 제출된 「서열

관한 이해, 조사,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있는 경우 이 표제는 유효하지만 삭

목록」, 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목록

배경기술을 명기하고 동시에 가능한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및 컴팩트 디스크상의 기재의 참조에

경우 이들 배경기술에 대해 저촉된

의한 인용의 참조(37 CFR 1.52(e)(5)

문헌을 인용한다.

○규칙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를 참조). 복제를 포함한 컴팩트 디스

(3)발명 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고 있다：

크와 컴팩트 디스크상의 파일의 총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1) 명세서는：

를 특정하여야 한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a) 발명에 관한 기술분야를 특정하여

(f) 발명의 배경.

해결을 명기하고, 동시에 선행기술에

야 한다.

(1) 발명의 분야.

대하여 당해 발명 또는 실용 신형이

(b) 출원인이 아는 한 발명을 이해하

(2) 37 CFR 1.97 및 1.98에 근거하

소유하는 유리한 효과를 명기한다.

고, 유럽 서치리포트를 작성하여 유럽

여 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분

(4)도면 설명. 도면을 첨부한 것에 대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데에 유용한 것

야에 대한 설명.

해서는 각 도면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으로 보이는 배경기술을 표시하여야

(g) 발명의 간단한 설명.

(5)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 방법.

하며,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기술을 반

(h)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

영하고 있는 문헌을 인용한다.

설명.

하는 데에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드

(c)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i) 발명의 상세한 설명.

를 상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하더라도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책

(j) 특허청구범위.

들어 설명하고, 동시에 도면을 첨부한

이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청구된 발

(k) 요약서.

명을 개시하여야 하며 또한 배경기술

(l)

을 참조하여 발명의 유리한 효과를

CFR 1.821-1.825를 참조).

서면인

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
경우「서열

목록」(37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인은 전 단

기술하여야 한다.

락에 정하는 방식 및 순서를 따라 명

(d) 도면이 있는 경우 이를 간단하게

세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명세서의 각

설명하여야 한다.

부분 앞에 그 표제를 명기한다. 다만,

(e) 적절한 경우 예를 사용하며 또한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상 다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참조하여

른 방식 및 순서로 작성하는 것에 의

청구된 발명을 실시하는 적어도 하나

해 정확한 이해 및 종이를 절약을 할

의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수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명세서 또는 발명의 성질로부터

(전리법 실시세칙 제18조)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발명을 산업

항목 및 부항목

(2) 발명의 명칭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에

○발명의 명칭은 당해 발명의 내용을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기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양

재하여야 한다.

식 29)

(1)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
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3) 특허청구범위에 2이상의 카테고리
의 청구항(물건, 제조방법, 제조장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
들 복수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
재하여야 한다.
(5)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
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08)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발명의 명칭을 출원서로부터 추출

○발명의 명칭은 간결하여야 하지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은 명료

하여 명세서의 전단에 다시 기재하여

기술적으로

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아래 각항의

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되었다.

하며 500 문자 이내여야 한다.

요건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색인, 분류, 조사 등을 위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의 발명 또

정보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간결함은

는 고안의 명칭은 청구범위 내의 명

희생될 수도 있다. (MPEP 606 및

칭과

606.01)

25자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

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표시
하는 것이 발명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또는 보다 간결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는 제1조에 표시된
방법 및 순서로 기재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설명적이어야

일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한 경우, 예를 들면 화학영역의 어
떤 발명인 경우에는 최다 40자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IPC 내의 기술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며, 비 기술용어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3)전리출원을 분류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고안
의 기술방안의 주제 및 유형(물건 또
는 방법)을 간명하고 전면적으로 나
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퍼물품
및 그 지퍼제조방법을 포함한 발명의
출원은 그 명칭을 ‘지퍼 및 그 지퍼의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인명, 지명, 상표, 형식 및 상품명
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심
사지침 제2부 제2장 2.2.1)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3) 발명의 설명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i) 기술분야, 산업상 이용 분야

야를

속하는 기술의 분야로서 청구항의 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발명이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적어도 한
가지 기재한다.
○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
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재
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종래의 기술과 전혀 다른 신
규 발상에 기초하여 개발된 발명과
같이 기존의 기술 분야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의해 개척된 새로운 기술 분
야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기존의 기술
분야에 대한 기재는 필요 없다. (심사
기준 I－1 3.3.2(1)①)

(ii) 선행기술, 배경기술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과

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

관련된 문헌에 의해 공지된 것 중 특

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특허 출원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시에 알고 있는 그 문헌공지 발명이

함께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외의 그 문
헌 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6조 제4
항 제2호)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규칙 제42(1)(a)조의 규정에 따른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발명의 기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분야는 보호

기술분야(이 경우 산업상 이용분야와

술분야는 발명의 배경에서 언급된다.

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고안이 속

동의어로 해석된다)에 대한 일반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하거나 직접 이용된 구체적인 기술분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은 MPEP

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위 또는

608.01(c)(1)에 규정되어 있다：

근접한 기술분야가 아니며 또한 발명

○하나의 실제적인 효과는 독자에게

608.01(c) 발명의 배경

또는 고안 그 자체도 아니다. 그 구체

더 읽어 나갈 가치가 있는지를 가능

(1) 발명의 기술 분야：

적인 기술분야는 보통 IPC에서 발명

한 한 간단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한 기재.

또는 고안의 가장 세부적인 위치와

것이다.

이 기재는 적용 가능한 미국 특허분

관련된다.

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2.2.2)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이 기재는 청구된 발명의 주제에 관
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 선행기술은 평가되어야 하며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서지사항이 주어져야 한다. 각각의 주

및/또는 배경기술은 MPEP

선행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발명

608.01

의 상세한 설명의 배경기술 부분은

석을 수반하지 않고 문헌을 장황하게

(c)(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명의 배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이해, 검색,

나열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선행기술

경이라는 제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기재하여

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608.01(c) 발명의 배경

야 하며, 아울러 이들 배경기술이 나

다. 있는 그대로의 서지사항 그 자체
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타난 서류를 인용하여야 한다. 특히,
(2) 37 CFR 1.97 및 1.98에 근거하

발명 또는 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여 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기

독립항의 전제부 기재된 기술특징을

술에 대한 설명： 특정 선행기술이나

포함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적절한 경우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하

한다. 즉,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며, 선행기술의 상태 또는 출원인이

원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알고 있는 그 외의 정보를 실제적으

인용하여야 한다. 특허문헌을 인용하

로 설명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패러

는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문헌의 국별,

그래프.

공개번호, 공개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문건은 아래의 요구조건을 만족

○해당되는 경우 발명의 배경에는 출

하여야 한다.

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선행기

(1) 인용문건은 공개 간행물이어야 하

술 또는 그 외의 정보에 포함된 과제

며, 페이퍼 형식 이외에 전자간행물

가 기재되어야 한다.

등의 형식을 포함한다.
(2) 인용문건의 공개일은 본 출원의

항목 및 부항목

(iii)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출원명세서에는 청구된 발명에 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해 해결하려는 적어도 하나의 기술적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과제가「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제」로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종
래의 기술이나 발명의 유리한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해결하려
고 하는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에 과제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기술상식에 속하는 종래 기
술로부터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
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종래 기술과 완전히 다른 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출원일 전이어야 한다. 단, 공개일이
본 출원의 공개일 전인 중국 전리문
헌은 인용문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외국의 특허문헌 또는 비 특허문
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문헌을
공개 또는 발표할 때 사용한 문자로
인용문헌의 출처 및 관련정보를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중국어로 번
역하여 번역문을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만약 인용문헌이 상기 요구조건을 만
족하면 인용문헌의 내용은 본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공개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전리심사에 유리하고 대중이 발명 또
는 고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도
록 돕기 위해서 전리법 제26조제3항
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서류를 인용
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기재할 수 없
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3)

○출원인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적절한 경우 선행기술에 포함된 과

○발명 또는 고안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

제 또는 출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

기술과제는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다. 출원인은 이를 제시할 수도 있으

되는 그 외의 정보가 발명의 배경에

해결하고자 하는 선행기술에 존재하

며 또는 그 과제가 발명의 단순한 개

표시되어야 한다.

는 기술과제를 가리킨다. 특허 또는

시로부터 추정될 수도 있다. 어쨌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재된 기술방안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이 과제해결의 관점에서 명

은 이러한 기술과제를 해결할 수 있

과제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 여

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출원인이 선

어야 한다.

러 가지 과제 또는「목적」(즉, 목표)

행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할 것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에 대한 장황한 나열은 필요하지 않

조차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기술과제는 아래의 요구조건에

으며, 또한 특히 어떤 것이 주된 과제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로 간주될 것인가에 대한 표시가 없

○출원인은 MPEP 608.01(r)에 규정

(i)선행기술에 존재하는 결함 및 결점

는 경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

된 다른 사람의 발명에 관해 명예를

을 지적한다.

는다. 인식된 과제는 심사과정에서 변

훼손하는 비판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

(ii)직접적이고 가능한 간결한 언어를

경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기재되는

지 않는다: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발명

과제는 출원시의 명세서 내에 기재된

608.01(r) 선행기술의 명세서에 관해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3조(2)).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 출원인은 기술

기술과제를 나타내어야 하며, 그 기술

의 일반적인 상태와 이에 대해 자신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할

의 발명이 이룬 진보에 대해서는 언

수도 있다.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규 발상에 근거하여 개발된 발명 또
는 시행착오의 결과인 발견에 근거한
발명(예: 화학물질) 등과 같이 원래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상정되어 있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심사기준 I－1 3.3.2(1)②)
○특허법 제36조 제4항 1호의 경제산
업성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 기재는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및 그
해결 수단, 그 외의 발명이 속하는 기
술의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iv) 발명의 개시(과제의 해결 수단) 실시가능요건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

지식경제부령이

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
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
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실시 가능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그 발명』은 해당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발명
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
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
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급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발명에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묘사하

관해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을 행하는

는데 있어 광고식 선전 용어를 사용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는 아니 된다.
전리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은 출원인 이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외의 특정의 인물의 생산물 또는 방

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기술과제를

법을 비난하는 진술 또는 다른 사람

나열할 수 있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의 출원 혹은 특허의 장점 또는 유효

설명에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 기술과

성에 관한 진술이다. 선행기술과의 단

제의 기술해결방안을 동시에 공개하

순한 비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

여야 한다. 하나의 출원이 다수의 발

자체라고 볼 수 없다.

명 또는 고안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열된 해
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술과제는 하
나의 총괄적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4)

○실시 가능요건은 당업자가 명세서

○35 U.S.C. 112에 별도로 제시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내에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발

「실행」및「사용」방법 요건은 조합

고안에 대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

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하여 「실시가능 요건」으로 불리게

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으로 이해된다.

되었다.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
하고 완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전

○따라서 근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출원인은 개시에서 발명을 실시하

사항은 실시하는 측에서 보면 정보가

기 위한 스텝 및/또는 장치를 설명할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명세서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개시는 「과제해

(2) 기술방안

당업자가 과도한 노력 없이도 발명을

결」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되어야 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핵심

실현할 수 있도록 발명을 실시하기

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

위한 필수적인 특징을 개시하여야 한
다. (가이드라인 C-II 4.9)

리법 제26조제3항)

술방안이다.
○출원일은 개시가 실시 가능한지 판

전리법 실시세칙 제18조제1항제3호가

단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제112조 제

말하는 발명 또는 고안이 그 기술과

2항에 근거한 출원의 충분성은 출원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방

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출원

안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

인 자신이 완전한 발명이라 생각하여

미는, 발명 또는 고안이 그 기술과제

출원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공개할

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방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

의 기술특징을 명료하고 완전하게 서

고 실시 가능한 개시를 제공하는 것

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술방안을 기

은 출원인의 의무이다. 출원인이 실시

재하는 부분에는 적어도 필수적인 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술특징을 전부를 포함하는 독립항의

당해 출원인은 아직 출원을 행할 위

기술방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부

치에 있지 않다.

가기술특징을 포함한 한층 더 개량된

In re Glass에 있어서 법원은 이 문

기술방안을 기재할 수 있다.

제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이러한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
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은 것이
다. (심사지침서 4110-2)

(a) 기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한 설명의 양
-「기능적 기재」및「구조적 기재」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 발명을 특

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물건의 결합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이나 물건의 구조의 표현 형식을 이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

용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기능 등의

용될

여러 표현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8. 선고 97후1344 판결).
(심사지침서 4131)

○한편 예를 들면 물건이 가지는 기
능, 작용, 성질, 특성 등(이하에서는

○발명의 구성에는 구성 그 자체에

“기능 또는 특성 등”이라 한다.)으로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기능에 관해서

부터 그 물건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

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

이 곤란한 기술 분야에서는 청구항이

분야에 따라서는 기능을 명확히 기재

기능이나 특성 등에 의해 그 물건을

하는 것이 구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특정한 결과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경우(예 : 컴퓨터

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예： 화학물질

분야)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에

발명)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심사기

는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떤 기능

준 I－1 2.2.2(4)①②)

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여 그 과
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을 기재하여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출원 시점에서 개시가 불충분한 경

기술방안은 청구항에서 한정하는 상

우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기술에 대

응하는 기술방안의 기재와 서로 일치

한 지식이 더해진 추후의 공개에 의

하여야 한다.

해 보충됨으로서 발명의 실시를 가능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4)

하게 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 될 수
있는가?」그러나 법원은 출원일 후에
존재하게 된 기술을 출원일에 존재하
는 기술 수준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법원은 35
U.S.C.

112, 제1항의 준수에 대해서

는 선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후에 존
재하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추후 공
개된 문헌을 사용하는 것은 승인하고
있지 않다.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기능 및 구조
모든 관점에서 발명을 설명한다. 발명
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한 USPTO
는 다른 한쪽의 진술을 또 다른 한쪽
의 진술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
35 U.S.C. 112는 구조적 개시에 관
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재요건이 충분히 충족되기 위해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기능 및 구조

○통상 물건 청구항은 가급적 기능이

서는 여러 부분의 기능을 곧바로 알

모든 관점에서 발명을 설명한다. 발명

나 효과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은 그

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한 USPTO

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특징이

구조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기

가 다른 한쪽의 진술을 또 다른 한쪽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서는 한정할 수

능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의 진술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없거나 또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35 U.S.C. 112는 구조 개시에 관한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능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나 효과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실제로 일부 기술 분야(예를 들면
컴퓨터)에서는 기능의 명료한 설명은

것이 더 적절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 적절할

명 중에 규정된 실험이나 조작 또는

수 있다. 발명이 어떤 과제인지를 이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 수단을 통하여

해한다는 점에 존재하지 않고 과제가

그 기능이나 효과를 직접적이고 확실

제시되면 해결책이 자명한 경우에는

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능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세한 사항에 대

이나 효과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 기재는 최소한이어도 된다. (가이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심사지침

드라인 C-IV 11.6 및 C-II 4.5-4.6)

제2부 제2장 3.2.1)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3)

(b) 「당업자」의 정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그 발명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문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헌 해석,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

한다)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이용하여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심사기준 I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

－13 2(1))

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심사지침서 4110-1)

- 진보성의 경우와 같은지 여부

○29조 2항에 규정된 진보성 유무의

○제29조 제항의 당업자는

본원 발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시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 상식을 가지며 연구 개발을 위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

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이다. 당업자란 출원전의 당해 기술분

있고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 변경 등

야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

의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가이드라인 C-IV 11.3은 당업자를

○「당업자」에 대한 절대적 정의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판례법은 이

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

인물은 특정 기술에 관해 통상의 또

나의 가상적인 ‘자’이다. 그는 출원일

○당업자는 기준일에 당해 기술에 대

는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는 인물로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

해 공통의 일반 지식이 어떠한 것인

기술하고 있다. 이 인물은 통상의 능

술분야의 모든 보통기술지식을 알고

지를 인식하고 있는 통상의 실행자로

력을 넘는 능력을 가지는 자 혹은 당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

추정된다. 당업자는 또한「기술수준」

해 분야의 천재는 아니며, 또한 통상

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에 있는 모든, 특히 조사보고서에 인

의 능력을 가지는 자의 팀 등 1명을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용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상

넘지 않는다. 이 인물의 지식 및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의 작업 및 실험에 관한 통상의 수단

은 기술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따라서 실시 가능한 개시는 발명에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과제가 당업

대한 모든 상세한 사항을 포함할 필

자 하는 기술과제가 그 분야의 기술

자로 하여금 다른 분야에서 그 해결

요는 없으나 특정 분야의 당업자가

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

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경우 그 기술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며 이해하기에

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는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과제를 해

충분하여야 한다.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결할 자격을 가지는 자이다.

우선권일 이전의 관련 선행기술, 일반

따라서 해결책이 진보성을 포함하는

기술지식 및 일반적인 실험수단을 확

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전문가의 지식

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및 능력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1

(심사지침 제2부 제4장 2.4)

인이 아니고 몇 사람의 그룹(예를 들
면

조사팀 또는 생산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시스템이나 전
화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기술 및 집
적회로 또는 복잡한 화학물질의 상업
적 생산 등 지극히 특수한 공정에 해
당되는 경우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의 이 정의는 진보
성 관련 부분에도 기재되어 있다.

○진보성을 평가하는 당업자와 명세

○35 U.S.C. 103은 「당해 기술분야

○진보성을 평가하는 당업자와 명세

서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당업자 사이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

서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당업자 사이

에 구별은 없다.

해 언급하고 있으며, 35 U.S.C. 112

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에서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의 어떠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평가하는

한 숙련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경우 당업자는 기술 수준에서의 관련

이들 2개의 섹션에서 유사한 용어가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는 한편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

야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주 2)에 있는

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전의 기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

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관련된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기술 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보다

그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

기술 분야로부터의 「전문가로 이루

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

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여기서「기

경우도 있다. (심사기준 II－2 2.2(2))

술수준 이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발명 이외에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404)

- 관련 기술

○이에 대한 설명 없음

○이에 대한 설명 없음

당업자는 발

복수의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문서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기

사용되고 있으나 USPTO의 실무에서

대된다. 그러나 명세서의 충분성을 판

는 그 속성이 제103조 규정에 따라

단하는데 있어서 이와 동일한 인물은

생기는지 아니면 제112조 규정에 따

명세서 자체에 흠결되어 있는 필요한

라 생기는지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인물에 귀속되는 능력 수준에 차이가

실시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럼

있다.

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일반적 지식은
명세서에서의 갭을 충족시키는 데에

○기술수준에 대한 속성의 차이는 각

사용될 수 있다.

항목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기술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다.
○제102조에 근거하여 신규성을 부정
하거나 또는 제103조에 근거하여 진
보성의 결여를 뒷받침하는 선행기술
은 반드시 당업자가 발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102조에 근거하여 출원을 거
절할 수 있는 발명을 실행하는 방법
을 교시하는 기술은 발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
라서 출원을 뒷받침하여 실시 가능하
도록 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제102조(e)/제103조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은 실시 가
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기술이란 숙련된 독자로 하여

○실시가능 요건의 목적에 따르면 관

금 출원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반응

련 기술은 특정 산업에 관계없이 과

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넓게 생각할

제가 생기는 기술 또는 과제의 해결

수 있다. 가장 근접한 종래 기술이란

책이 발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실시

실용적으로는 동일 혹은 유사한 효과

가능성에 대한 「최적의 기회」를 제

를 제공하며 또한 당해 발명과 가장

공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때로는 청구항에서의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관련 기술이

진보성이 다른 관점에서 공격받을 때

란 당해 출원의 출원일 이전의 시점

가장 근접한 종래 기술은 심사 과정

에서 당업자에게 즉시 이용 가능하며

에서 1단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

또한 공지된 것이어야 한다.

소 적절히 특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 실시 가능성의 결정에 있어서의 선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되어야 한다. (심사기준 I－1 3.2(1))

행기술의 사용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
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

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로 알려져 있는 기술(기술적 이론, 경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

험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기술 상식에는 당업자에게 일반적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로 알려져 있는 것인 한 실험 분석,

한다. (심사지침서 4110-1)

제조방법 등이 포함된다. 당업자에게

주）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지는 그

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기술을 기재한 문헌의 수만으로 판단

주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당

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주지기술

업자의 주목 정도도 고려하여 판단된

이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

다. (심사기준 I－1 2.2.2(3))

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
면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
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
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 관
용기술이란, 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
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심사지침
서 2319)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실시가능 요건은 당업자가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명을

용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시점에서

고안의 이해와 실시에 관련된 필요한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당업자가 곧바로 이용 가능하며 당해

모든 기술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석된다. 이 인물은 명세서 자체에

인물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완전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아래

흠결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의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되

○관련 선행기술(또는 진보성의 목적)

(1) 발명 또는 고안을 이해하는데 도

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세서에서의 갭

은 그것을 포기, 삭제 또는 취소하지

움이 되는 필수적인 내용. 예를 들면,

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공통의 일반

않은 미국의 다른 자에 의해 발명된

관련 해당 기술분야, 배경기술에 대한

지식에 의존할 수 있다.「공통의 일반

주제를 포함하며(35 U.S.C. 102(e)/

설명 및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설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본 핸드북, 연

103)), 반면에 그 발명에 대해 일반공

명 등

구논문 및 교과서에 포함된 정보라고

중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2) 발명 또는 고안이 구비한 신규성,

생각할 수 있다.

선행기술은 실시가능 요건 목적으로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확인

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필요한 내용. 예를 들면, 발명

○예외로서 당해 발명이 관련 기술

또는 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지식이 아직 교과서로부터 이용 가능

기술과제,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

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연구 분야

하여 채택한 기술방안 및 발명이나

에 존재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 또는

고안의 유익한 효과

과학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도 역시

(3)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데 필

포함될 수 있다.

요한 내용. 예를 들면, 발명 또는 고
안의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
택한 구체적 실시예
편견을 극복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
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
명 또는 고안이 편견을 극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방안과 편견 간의
차이 및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채
택한 기술수단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
부터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얻을 수
없는 관련내용은 모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1.2)

항목 및 부항목
(c) 참조에 의한 인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①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물건의 발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

한 것이어야

I－1

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3.2(1))

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

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명의 실시에 대한 교시와 출원시의

말한다.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발명

②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

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항에 기재된 발명 으로 해석된다. 따

실시할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예를

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발견하기

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발

위해 당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

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 고도한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직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적 관련은 없으나 발명을 이루는 구

것이 된다. (심사기준 I－13 2(2))

성요소의 일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 위반으로 하여 거절이유
를 통지한다.
(3)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의
의미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
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4111)
○발명이나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
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
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4)

한다.

(심사기준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유럽 출원에 관한 일반 요건은 그

○35 U.S.C.112의 개시 요건을 충족

○전리심사에 유리하고 대중이 발명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시키기 위해 출원은 출원 시점에서

또는 고안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면 안

도록 돕기 위해서 전리법 제26조제3

○결과적으로 선행기술 문헌을 참조

된다. 그러나 USPTO의 실무는 출원

항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 반드시 필

할 수는 있으나 그 참조가 발명의 개

인이 특허, 특허 출원 및 간행물을 인

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서류를 인

시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단순히 참

용함으로써 그 자료를 명세서에 포함

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기재할 수

조하는 것만으로 또는 그 내용이 인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7 CFR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명의

용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기재하는

1.57(b) 및 MPEP 608.01(p)에 제시

상세한 설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것만으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된 자료의 포함에 대한 기준은 그 자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3)

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료가「필수」인지 또는 「비필수」인
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참조된 문서가
출원일 전에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원 시점에서 특허 명세서는 (1)

경우 적어도 그 문서의 요약을 명세

합중국 특허 혹은 (2) 합중국 특허 출

서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 공개 공보를 인용함으로써 「필수

참조된 문서가 출원일 전에 일반적으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 문서

특허 혹은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자체

에 근거한 명세서의 보정은 첫째, 그

가 인용에 의해 이러한 필수자료가

문서의 사본이 출원일 전에 EPO에

포함되지는 않는다.「필수자료」는(1)

제공되고 있고, 둘째, 당해 문서가 출

당해 청구항의 발명에 대해 그것을

원 공고일까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

제조하여 사용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

하게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이드

에 대한 기술 설명으로서 그것이 관

라인 C-II 4.19).

련된 기술 분야 혹은 그것이 가장 밀
접하게 관련된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임의의 기술자가 동일한 것을 제조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며 명확
간결하게 정확한 용어로 제공하는 한
편, 35 U.S.C.112, 제1항에 의해 요
구되는 바와 같이 발명자가 생각하기
에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모
드를 제시하기 위해 또는 (2) 35
U.S.C.112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바
와 같이 발명을 특히 기재하고 아울
러 확실하게 청구하는 용어로 청구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3) 35
U.S.C.112 제6항에 의해 요구되는 바
와 같이 특정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
한 청구된 수단 혹은 스텝에 대응되
는 구조 물질 혹은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된다. 37
CFR 1.57(c) 및 MPEP 608.01(p) 참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비필수 자료는 미국 특허, 미국 특
허 출원 공고, 외국 특허, 외국 공고
출원, 이전에 동시 제출된 공통으로
소유되는 미국 출원 또는 비특허 문
헌을 인용함으로써 포함될 수 있다.
하이퍼링크 또는 다른 형태의 열람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실행 가능한 코
드로 인용함으로써 포함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37 CFR 1.57(d) 참조.
○출원이 실시 가능한 개시와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서 출원일은 적절한 기준점이지만 예
를 들면 출원인이 포함된 자료가 일
반적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
고 믿는 경우 필수 자료의 인용에 의
한 당초의 포함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인용된 실제의 자료는 출원 중
인 출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전에 포함된 자료를 부가하는 보
정은 포함된 그 자료가 인용에 의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보정이 신규사
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첨부
되어야 한다. 37 CFR 1.57(f) 참조.
○37 CFR 1.57(a)은 명세서 또는(하
나 또는 복수의)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주의에 의해 출원에서 생략
되고 있으나 당해 선출원이 선출원된
외국 출원에 대해 37 CFR 1.55에 근
거한 우선권 주장 또는 출원일에 존
재하는 선출원된 가출원, 비가출원 혹
은 국제출원에 대해 37 CFR 1.78에
근거한 이익의 주장을 포함하는 한편,
명세서 또는(하나 또는 복수의) 도면
의 부주의로 생략된 부분이 선출원된
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권 또는 이익에 대한 주장은 명
세서 또는(하나 또는 복수의) 도면의
부주의로 생략된 부분에 대해 선출원
된 출원을 인용함으로써 포함된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PEP 201.17 참조.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d) 장래의「실시 불가능성」의 리스크

○명세서에 상표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표시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표명

수 있는 것을 상표 이름에 의해 표시

을 기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4항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 상표명

또는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

경우가 있다. (심사기준 I－1 4.(4))

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명
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14)

○7(8) 상표를 참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장래에「실시 불가능」하게 될 리

1) 청구된 방법 또는 장치가 상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 상품명칭

스크는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

의해 식별되는 특정 화학성분의 사용

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며 또한 지정된 생산물 또는 품목이

에 의존하고, 그 성분이 명세서에 명

는 그 뒤에 그 형식, 규격, 성능 및

확인할 수 없는 상황(예를 들면 오랫

료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출

제조단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발명의

동안 생산이 중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된 시점에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고

상세한 설명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

과 관련된 경우 환경과 관련하여 해

그 시점에 상품으로서 곧바로 이용할

여 물질 또는 제품을 정의하는 것을

석한다.

수 있는 경우 상표가 부착된 성분의

피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

소유자/제조자는 후에 그 성분을 변

장 2.2.6)

○EPO의 실무는 발명이 명칭에 의존

경하거나 또는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

하지 않고「실시 가능」하도록 생산

가 있으며, 이 경우 당업자는 대체품

물/품목에 대한 정의를 당초부터 요

을 복제하거나 또는 제작하지 못하며

구하고 있다. 이 경우「venturi」관

따라서 그 방법 또는 장치는 실시 불

및「보덴」케이블

가능하게 된다.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로서 예외이다. 등록상표
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특유한 미생물주에 의존하는 화학
적 방법 또는 이로부터 생산된 생산물:

○미생물의 기탁은 특허의 최대 유효

a) 미생물이 영구 배양주 보존기관에

기간 동안의「실시 불가능」하게 되

기탁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 않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 경우 또는 당해 미생물이 불안정
한 상태인 경우 당업자는 이 경우에
도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없을 수
있다.
b) 발명의 실시에 극히 중요한 미생
물 배양이 영구 배양주 보존기관에
기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배양
주가 거의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물
리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In re Coleman에 있어서 법원은
명세서가 상표 또는 상호를 인용하는
경우 개시된 특정 자료가 시장으로부
터 제외되거나 또는 상표 혹은 상호
가 아주 다른 생산물에 적용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리스크가 작고 실시 불가능
한 경우의 발생이 별로 없으며 또한
추측적인 경우 35 U.S.C. 112 제1항
에 근거한 거절은 지지 받지 못한다.
○명세서는 당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
여야 한다. 종래 기술에 대해 비전문
가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것이

항목 및 부항목

(e) 실험을 요구하는 개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 합리적인 실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

- 비합리적인 실험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보통정

한

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3.2(1))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따라서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명의 실시에 대한 교시와 출원시의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발명

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

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

실시할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예를

을 의미한다.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발견하기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

위해 당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

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도한

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 고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요로 한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것이 된다. (심사기준 I－13 2(2))

있도록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
지침서 4110-2).

것이어야

한다.

기재

(심사기준 I－1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라도 당업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자
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개시 내용 혹은
순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발명을 실시하는 측면에
서의 개시의 충분성에 관한 테스트는
단지 양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상당한 양의 실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혹은 쟁점과 관련된 명세서가
실험의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합리적
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실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용가능하
지만, 이때 요구되는 실험의 정도는
당업자가 기대하는 범위를 넘어 부당
한 것, 비합리적인 것, 확장된 것 및
천재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조사 또는 실험에 의해 당업자로부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인 기

터의 부당한 노력이 기대되어서는 안

충분한 정보가 명세서로부터 제공되

술방안을

된다. 그러나 희망하는 결과를 취득하

어야 하지만 당업자가 실제로 발명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방안은 단

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을 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

지 실험결과를 통해서만 사실입증이

출하는 실험은 이 실험의 방법 및 결

는 경우 부당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이미 알려진

과가 설명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

실험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는 치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발명에 대하여

되는 범위이다. 마찬가지로 명세서의

명적이지 않다. 주어진 사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실

특정 교시사항을 넘는 것이라 할지라

무엇이 부당한 실험인지를 판단하는

험증거를 제공하여 그가 기술하는 용

도 일상적인 실험방법 혹은 분석방법

것은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을 필요로

도 및 효과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

이며 청구항의 전 분야를 커버하는

하며 각 사례의 사실에 따른다. 요구

지 않은 경우 실시가능조건을 충족하

것이면 숙련된 독자에게 기대될 수

되는 실험이 부당하거나 또는 비합리

지 못한 것이다. (심사지침 제2부 제

있다. (가이드라인 C-III 6.3)

적인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인을

2장 2.1.3)

고려할 수 있다. (In re Wands 사건
○이와 대조적으로 당업자가 실험이

에서)：

나 분석에 대한 통상의 방법을 사용

1) 개시 내용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

하여 명세서의 교시가 청구된 분야

행 또는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실험

전체로 확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의 양；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

2) 발명자에 의해 제공되는 지시의 양；

은 그것과 반대의 설득력이 있는 증

3) 실시예의 존재；

거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따라 그

4) 발명의 성질；

청구항을 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

5) 선행기술의 상태；

러한 거절이유는 가급적 문헌에 의해

6) 당업자의 수준；

설명하였으나

실험증거를

항목 및 부항목

(f) 제조 방법
- 출발물질의 가용성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실시할 수 있을 정도｣는 물건의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재하

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만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

지 않아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

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

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

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4111)

를 제외하고는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I－13
2.1(2)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는
물건의 제조 방법, 물건의 조립 방법,
물건의 가공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원재료, 그 처리 공정 및 생
산물의 3가지로부터 완성된다.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
서는 당업자가 그 방법에 의해 물건
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
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
술 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
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이 3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기
준 I－1 3.2.1(4)②)

유럽 특허청
증명한다.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7) 당해 기술 분야에서의 예측 가능
성의 수준； 및

○발명의 성공적 실시가 우연에 의해

8) 청구범위의 폭

좌우되는 경우 명세서는 불충분한 것

- 합리적인 실험

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기재내용에 따
라 발명을 실시할 때 청구된 결과가

○실험이 부당한 양이거나 또는 비합

재현 불가능하거나 혹은 완전히 신뢰

리적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약간의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밖에 얻을

실험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수 없는 것으로 숙련된 독자가 느끼

개시는 35 U.S.C. 112를 충족한다.

는 경우이다.
○확립된 물리법칙에 반하여 동작하
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청구
항이 이러한 장치의 기능에 관한 것
이면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드라인 C-II 4.11)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을 실행하고

있는 정보는 공통의 일반 지식이 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은 명세서에

니다. 즉, 예를 들면

충분히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화합물의 생산

에 사용되는 출발물질 또는 중간물질
의 단순한 식별은 숙련된 독자가 명

○생산물을 만들거나 또는 사용하는

세서에 인용된 문서로부터 또는 공통

방법을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장치,

의 일반 지식으로부터 이러한 물질을

방법 또는 물질은 충분히 개시되어야

취득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는 경

한다.

우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법 청구항을 실행하는 데에 적합한

In re Ghiron에서 출원인이 방

데이터 처리장치를 개시하지 않은 점
이 지적되었다.
○특정 미생물주의 사용을 요구하는
방법 또는 생산물에 관한 사례와 관
련하여 In re Argoudelis에서 법원은
미국

농무성

기탁국의

영구배양물

수집소 내의 배양주의 기탁은 배양주
를 대중이 사용하는 것을 이용 가능
하게 하며, 또한 35 U.S.C. 112를 충
족시키는 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
다. USPTO의 실무하에서 필수의 출
발물질을 제공하거나 또는 출발물질
을 희망하는 생산물로 변환하기 위해
작용하는 미생물은 영구 배양물 수집

항목 및 부항목

(g) 사용 방법
- 유용성 및 실현성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

당업자가

어야 하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여야 한다.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생

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떻게

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4111)

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
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심사기준 I－1 3.2.1(2)③)

○일반적으로 물건의 구조나 명칭으
로부터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어
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비
교적 곤란한 기술 분야(예： 화학물
질)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
하나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요
하다. 또한

물건의 성질 등을 이용한

용도 발명(예： 의약 등)에 대해서는
통상 용도를 뒷받침하는 실시예가 필
요하다. (심사기준 I－1 3.2.1(5))

(h) 실시 가능성의 증명

○특허법 및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제36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실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발명을

시가능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

명료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할 책

를 통지하는 경우 심사관은 위반의

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므로 발명이 실

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특정하고 또한

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위임성령위반이

심사관은 그 기재된 내용이 아닌 기

위반임을 분명히 하며, 아울러 미비의

재 방법이나 기재 형식이 잘못되었다

원인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

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심

면내의 특정 기재에 있을 때에는 이

사지침서 4115)

를 지적한다.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아닌

실시가능요건

심사관은 왜 실시가능요건에 위반한
다고 판단하였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소에 기탁하고 특허가 허여되면 실시
가능요건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
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자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35 U.S.C.112 제1항에 근거한 실

○제품의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실

발명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과 사용 방법에 관한 요건은 특허

시방식 또는 실시예에는 기계구성, 회

방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위

를 받기 위해 발명이 유용하여야 한

로구성 또는 화학성분을 기재하여야

의 (3)(iv)(a) 및 (e)에도 언급되어 있다.

다는 것을 규정하는 35 U.S.C. 101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 상호

에 규정된 유사한 요건에 필적한다.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작
가능한 제품에 있어서, 그 구성만을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제101조에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근거한 거절은 발명이 이용성을 결여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하는 경우 명세서는 발명의 사용 방

또는 고안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

법을 교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을 때에는 그 동작과정 및 조작절차

에서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한 거절을

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발

제2장 2.2.6)

명이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개시하지 않은 명세서라 하더라도 실
제로 발명의 유용성을 개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역은 반드시 성립하
지 않는다.

○위의 (3)(iv)(e)를 참조.

○미국의 실무에 있어서는「왜 명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

서가 실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에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어

대해 전체적으로 기록에 의해 뒷받침

야 한다는 의미는 그 발명이 속하는

되는 이유를 제공할 의무」는 USPTO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에 있다. 「제112조 제1항이 요구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는 것은 객관적인 실시 가능성에 지

따라 그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

나지 않으며, 여기서 명세서의 개시가

을 실시하여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고

실시가능요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

아울러 예측된 기술효과를 얻을 수

이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진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성을 의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 또는 고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은 규정을 준

안의 기술방안을 명료하게 기재하고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으로 지적한다. 이유는 가능한 한 문
헌을 인용하여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경우의 문헌은 원칙적으로
출원시에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는 그
러한 문헌으로 한정된다. 다만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내용이 당업자가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반함으로
써 본 항이 위반됨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문헌에는 후원의 명
세서, 실험성적증명서, 특허이의신청
서, 또는 출원인이 다른 출원에서 제
출한 의견서 등도 포함된다. (심사기
준 I－1 3.2.3(1))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
은 의견서,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해
반론, 해명할 수 있다(주). 그리고 이
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
면이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거절이유는 해
소된다. 출원인의 반론, 해명을 참작
하여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
을 때(진위가 불명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그 거절이유에 의해 거절결정
한다.
(주) 예를 들면 심사관이 고려하지 않
은 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이 기술 상
식에 속하는 것이고 명세서 및 도면
의 기재와 그 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
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당해 청구항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
견서 또는 실험증명서 등에 의해 분
명히 할 수 있다.
다만, 후에 제출된 증거 등은 명세서
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재불
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닌 것임에 주
의한다. (심사기준 I－13 2.3(2))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명세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서는 그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당

실시예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업자에게 확신시킬 것이 요구되지는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데 필요

않는다.

한 기술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

○미국 심사관이 실시 가능성을 확립

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또는 고안을

하기 위해 개시에 의존하는 진술의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제

한다. 심사관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기

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에 응해 당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이 기재요건에

초의 개시 내의 흠결을 정정하기 위

충분히 달하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

한 목적이 아닌 당초 제공된 개시가

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를 설명하여야

실제로 실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할 책임이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

목적으로 선서공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장 2.1.3)

항목 및 부항목
(v) 발명의 동작 또는 작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의 구성에는 발명의 과제 해결

○당업자가 발명의 물건을 사용하기

을 위한 기술적 수단(구성)을 작용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경

특정하기 위한 사항 각각이 어떠한

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기능(역할)을 하는지(즉, 그 작용)를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기재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 I－1

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3.2.1(2)③)

발명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를 나타내는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한
다. (심사지침서 4112)

(vi) 실시예(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모드)

○발명의 구성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발명의 실시 형태」의 기재는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

가 그 발명을 재현(再現)할 수 있도록

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발명의

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한 실시예를 기

실시예를 이용하지 않아도 당업자가

재하여야 하며, 실시예는 가능한 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여러 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시할

① 특허청구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설명할 수 있

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재에 의하여

을 때에는 실시예의 기재는 필요하지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업자가 알

않다. (심사기준 I－1 3.2.1(5))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포괄적
기재에 대응되는 개개의 대표적인 실
시예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시예에는 기초적인 데이터 등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
교예, 응용예 등도 기재하여야 한다.
비교예는 당해 발명과 기술적으로 가
장 가까운 것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기재 시에는 실시
예, 비교예, 응용예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실시예를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
는 경우에는 대응 개소의 도면의 부
호를 기술용어 다음에 ( )를 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3-4114)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명세서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를 교

○명세서는 당업자가 발명을 실행하

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작용하는지도 교시할 것이 기대된다.

되지만 발명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나

(위의 (3)(iv)(a) 및(e)을 참조) 그러나

과학 원리를 설명할 것은 요구되지

효과 또는 작용 뒤에 존재하는 이론

않는다.

중국 특허청

이나 원리에 대한 진술은 요구되지
않는다.

○발명을 실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명세서 내

○제품의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실

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규

의 실시예의 존재와 최선의 모드를

시방식 또는 실시예에는 기계구성, 회

칙 제42(1)(a)조)

개시할 요건 사이에 반드시 어떤 관

로구성 또는 화학성분을 기재하여야

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최선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 상호

의 모드는 실시예의 사용에 의해 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작

공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시예는

가능한 제품에 있어서, 그 구성만을

최선의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2항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3)(vi)(a) 참조).

또는 고안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동작과정 및 조작절차

○실시예는 실제로 수행된 동작에 대

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응되며 실제로 실행된 시험과 달성된

제2장 2.2.6)

결과를 설명해도 된다.
○모의시험 또는 예측시험 결과 및
예언적 예(탁상의 실험예)가 특허 출
원에서 허용된다.
○탁상의 실험예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발명의 실시 형태를 실시하는
방법 및 공정을 설명한다. 탁상의 실
시예는 실제로 행해진 작업처럼 제시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달성된 결과가 아니면 실제의
결과처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탁
상의 실험예는 과거형을 사용하여 설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MPEP 608.01(p)).

항목 및 부항목
(a) 모드(mode)란 무엇인가

한국 특허청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특허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36조 제
4항 제1호의 요건에 따른 청구항의
발명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나타내
는 「발명의 실시 형태」중 특허 출
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주)을
적어도 하나는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주) PCT 규칙 5.1(a)(ｖ)에 규정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와 같
다. 또한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특
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을 기재한다는 요건은 제36조 제4항
에 따른 요건은 아니며 특허 출원인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여도 거
절이유 등은 되지 않는다. (심사기준
I－13 2.1(1))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
에 있어서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
하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출
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모드」는「방법」또는「수단」을

○35 U.S.C. 112 제1항은 명세서는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는 최적의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명을「실행하는

모드」를

구체적인 실시예는 발명의 상세한 설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7 CFR

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발명 또는

1.71을 참조)

고안을 충분히 공개, 이해 및 실시하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발명을

최선의

실시하는 모드 또는 수단은 가장 넓
은 청구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고, 청구항을 지지하고 해석하는데 있
○최선의 모드의 개시 요건은 발명의

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발명의

실시 방법과 사용 방법 문제와는 다

상세한 설명은 출원인이 발명 또는

른 별개의 문제이다.

고안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최적의 구체적 실시예를 상세하게 서

○「실시 불가능성은 어떠한 모드도

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개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발

설명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

명이 결과가 예측 가능한 기술에 관

는 도면과 대비하여야 한다.

한 것인 경우(예를 들면 화학분야와

최적의 실시예는 출원의 기술과제를

대비하여

기계분야) 넓은 청구항은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방안을

(어떠한) 단일의 실시예의 개시에 의

나타내어야 하며, 청구항을 지지하기

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위하여 청구항의 기술특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시된 실시예 이외의 대체

최적의 실시예는 발명 또는 고안이

실시예가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는 경우 대체 실시예를 개시하지 않

진 자가 그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는 것은 출원인이 실시가능요건을 준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수하였음에도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과 대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112항의 최선의 모드 요건 하에서

하여야 한다).

치명적으로 불비한 개시가 된다.

최적의 실시예는 출원의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방안을

○실시가능 요건은 당업자의 수준을

나타내야 한다.

고려함으로서 충족될 수 있으나 최선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1.3)

의 모드 요건은 발명자가 바람직한
실시형태라고 생각하는 모드에 대한
명시적인 개시를 요구한다.
○명세서가 발명의 실시와 사용 방법
을 교시하기 위해 또는 최선의 모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예의 존
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의 제2
항(3)(iv)(e))를 참조)
○출원인은 「바람직한 조건, 범위 또
는 반응물질 그룹에 의해 최선의 모
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
지로 포함된 각 변수의 단일값을 사
용하는 실시예에 의해 최선의 모드를
제시할 수 있다」.

항목 및 부항목
(b) 발명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모드

한국 특허청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특허청
○상기 (3)(vi)(a) 참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EPC에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

○35 U.S.C 112는 발명자가「생각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출원인이 발

법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

는」최선의 모드가 개시될 것만 요구

명 또는 고안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

하지 않는다.

하고 있다. 이 요건의 목적은 실제로

정하는 최적의 구체적 실시예를 상세

착상된 자신의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예

○그러나 발명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

예를 공중으로부터 은폐하는 것을 막

를 들어 설명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

해 출원 내에서의 정보가 진보성을

고 동시에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는 경우에는 도면과 대비하여야 한다.

지지하고, 청구된 발명의 유리한 효과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1.3)

에 대한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은 출
원인의 가장 큰 이익이다.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는

방법은

발명자에게 맡겨진다. 최선의 모드는
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표시될 필요는 없다.
○최선의 모드를 적절히 개시하고 있
는지 여부는 재검토되며 사실 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선의 모드 개시
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우연한

또는 고의의) 은폐의 증거만이 고려
되게 된다. 최선의 모드에 대한 거절
이 지지를 받기 위해 이 증거는 출원
인의 최선의 모드에 대한 개시의 품
질이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은폐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
한 가능성은「최선의 모드에 대한 일
반적인 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모드
를 나타내는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
어진 발명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출
원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경우 그
발명자에 의해 개시되어야 한다.

항목 및 부항목
(c) 최선의 모드의 개시에 관한 기준일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견 없음.

○발명의 효과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

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부터 발

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생되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의 존재를 긍

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목적달성을

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종래기술에 비

실로서 이것이 참작되기 때문에 유리

하여 보다 유리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한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진보성 판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 등을 기재

단에 있어서 출원에 유리하다. 또한

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15)

유리한 효과의 기재로부터 과제를 이

- 계속출원(즉 출원인은 그 사이에
발견된 것보다 더 나은 모드를 개
시하여야 하는가)

(vii) 발명의 유리한 효과 또는 장점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기재
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의 발명이 유리한 효과를 가지
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아는 한 그 유
리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
기준 I－1 3.2.1(1))

유럽 특허청
○의견 없음.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최선의 모드의 개시와 관련된 기준

○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은 출원일 시점에서 본 최선의 모
드이다. 따라서

최선의 모드 후의 발

견은 이미 출원된 출원에 개시될 필
요는 없다.
○발명자가 계속 출원 또는 일부 계
속 출원에서 친(parent) 특허 출원 후
에 발견된 최선의 모드를 개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여
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35 U.S.C. 119(a)에 근거하여 외국
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이 미국출원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외국 출원은 제
112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유용성 및 제112조

제1항에 근

거한 요건의 사용 방법) 외국 출원의
우선일이 미국출원에 주어지기 위해
서는 외국의 우선권 출원도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한 최선의 모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출원은 외국의 우선권
출원을 제출한 후에 발견된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여야 한다.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의 유리

○명세서는

선행기술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 또는

한 효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규칙 제

비교하여 당해 발명을 설명하며, 이

습관적으로

고안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가지는

42(1)(c)조)

에 의해 선행기술에 비해 우수한 개

유익한 효과를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선사항을 제시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에서 발견된 기술에 대

유익한 효과라 함은 발명 또는 고안

한 인식의 결과로서 도입된 장점에

○그러나

(1)

을 구성하는 기술특징으로부터 직접

대한 기재는 신규사항을 도입하여서

「문제해결」또는 (2)「유리한 효과」

적으로 도출되거나 상기 기술특징으

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 C-II 4.5)

또는 발명의「유리한 점」의 측면에

로부터 필연적으로 생산하는 기술효

서 발명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과를 가리킨다.

않는다.

유익한 효과는 발명 또는 고안의 구

○배경기술에 관한 중상적인 진술은

미국

법은

출원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설
○발명이 선행기술에 배해 유리한 점

명을 상호 결합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또는 그 장점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있는 경우 이러한 진술이 청구항 내

발명 또는 고안의 유익한 효과를 단

에 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

언해서는 아니 된다.

항목 및 부항목

(viii)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자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

는 다음의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

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다.

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하고 있다.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

많다. (심사지침서 4110-4)

명세서 등으로부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재한다.

○그 발명이 실제로 또는 즉시 산업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

상 이용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고,

명세서 등으로부터 분명한 경우가 많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산업

고 경우에 명시적으로 산업상 이용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판단한

가능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심사

다. (심사지침서 2206)

기준 I－1 3.3.2(4))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에 나타난 이 설명은 청구항에서 고

다만,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유익한

려되지 않는다. 즉 청구항에 발명의

효과를 설명하든지 간에 선행기술과

구성요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

비교하여 효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발

관은 청구된 발명 내에 발명의 유리

명 또는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한 효과 또는 장점에 대한 추가 사항

지적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

을 반영하지 않는다.

2장 2.2.4)

○표현「유리한

효과」또는「발명의

장점」은 미국 실무에 대한 기술적
표현은 아니다.

○전리법 제22조(발명과 실용신안의
○명세서는：

○35 U.S.C. 101은 특허를 받으려고

전리요건)

명세서로부터 또는 발명의 성질로부

하는 발명은「유용할」것을 요구하며,

① 전리권이 수여되는 발명과 실용신

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 발명을 산업

이 요건을 유용성 요건이라 한다.

안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
적으로

표시한다.

(규칙

가능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2(1)(f)

○유용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

④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함은, 발

조). 그러나 유전자의 배열 또는 부분

명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보다 우수

명과 실용신안이 충분히 제조되거나

배열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항상

할 필요는 없다.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효과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29(3)조).

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USPTO 실무에 있어서 유용성의 문
제는 청구된 발명이 잘 설정된 유용

○유럽 특허 보호는 모든 종류의 기

성을 가지지 않으며 출원인이 명세서

술적 발명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는

에서 청구된 발명에 대해 구체적이며

점을

제52조(1)는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유용성을

TRIPS의 제27조(1)의 규정과 일치되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유용성

었다.

요건은 예를 들면, 청구된 유용성이

그 결과「외과의에 의한 인체 혹은

과학원리에 반하거나 또는 청구된 발

동물체의 치료에 관한 방법 또는 인

명이 실시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를

체 혹은 동물체에 실시되는 치료 및

들면 영구운동 장치) 문제가 된다.

진단 방법」의 배제는 제53조(c)(특허

유용성 문제는 화학물질 및 생물학적

성의 예외)로 이전된다. 동 항에서는

물질을 개시하는 출원에 있어서 구체

이러한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든 사

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유

용을 위한 생산물 특히 물질 또는 합

용성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더욱

성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빈번하게 일어난다. (MPEP 2107.01)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유용성은 청구된 주제에

명백히

하도록

특정된 유용성으로서 공중에게 명료
하고 특별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발명의 넓은 분류에 적용 가능
한 일반적인 유용성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화합물이 불특정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것 또는
화합물이「유용한

생물학적」속성을

항목 및 부항목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첨부한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도면의 각각에 대

각 설명마다 행을 바꾸어【도1】평면

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가를

도,【도2】입면도,【도3】단면도와 같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기재하며

※ 2007. 7. 1.이후의 출원의 명세서

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표제를

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청구범위

부가한다. 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

뒤에 기재된다.

는 부호의 설명을 기재할 때에는

예)【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호의 설명 전에【부호의 설명】의

도1은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표제를 부가한다. 양식 29)

도2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도3은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심사지침서 4109)

당해 도면의 설명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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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가진다는 것에 대한 기재는 화합물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정의하는 데에 충
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단지「유전자 프로브」또는 「염색체
마커」로서 그 사용이 개시된 폴리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
인 DNA 목표에 대한 개시가 없는 경
우 구체적이라고 보이지 않게 된다.
불특정된 질병의 진단 등과 같은 진
단상의 유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은 통상 어떠한 상태가 진단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개시가 없는 경우 불충
분하다.「실질적인」유용성과

관련하

여 출원은 하나의 발명이 새로운 연
구 후에 장래에 유용하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
태로 개시된 대로 공중에게 유용하다
는 것을 보여야 한다. 주장된 사용은
청구된 발명이 현저하며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공익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

○도면이 출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도면이 있는

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에

37 CFR 1.74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도

경우에는 각 도면의 명칭을 기재하여

위치된다.

면의 참조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야 하며, 도시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

포함되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발명

히 설명하여야 한다. 구성품이 비교적

의 개요 뒤에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도면의 설명에 구성품
의 명칭 목록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도면이 존재하는 경우 도면의 간단

것을 허용한다.

한 설명이 존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도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면에

상세한 설명은 도면 번호를 특정함으

대하여 각각 설명하여야 한다.

로써 다른 도면을 인용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발명의 명칭이 ‘석탄연소

또한 참조 문자 또는 참조 번호(바람

보일러 에너지절감장치’인 전리출원의

직하게는 후자)를 사용함으로써 도면

경우에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4개

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여야 한다.

의 도면이 있으면 이들 도면은 아래
와 같이 설명한다.
도1은 석탄연소보일러 에너지절감장
치의 정면도
도2는 도1에 있어서 에너지절감장치
의 측면도
도3은 도2에 있어서 A방향의 사시도
도4는 도1에 있어서 B-B선의 단면도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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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일본 특허청

3.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받고자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

(1) 일반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

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당해하여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모

야 한다.

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

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특정된 발

침될 것

명은 다른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특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정된 발명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특허법 제36조 제5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다음의 각

다. (특허법 제97조)

호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i)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일 것.
(ii)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명
확할 것.
(iii) 청구항마다의 기재가 간결할 것.
(iv) 그 외 경제산업성령에 규정된 것
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것
(특허법 제6조 제6항)
○특허청구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
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
거하여 정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허법 제70조 제1항)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
려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법 제70조 제2항)

(2) 특허청구범위의 형식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한 청구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한 청구

(a) 청구항의 수

항의 수는 한정되지 않는다.

항의 수는 한정되지 않는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2.5)

○유럽 특허출원은 하나 또는 복수의

○완전한 비가출원을 위한 항목의 하

○전리법 제26조(발명과 실용신안 전

청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로서 USPTO는 모든 비가출원은 출

리출원)

(제78조(1)(c)). 규칙 제40(1)조 하에

원일이 주어지기 위해 출원시에 적어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전리를 출

서 출원인은 출원일을 취득하기 위해

도 하나의 청구항을 포함할 것을 요

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서, 설명서

청구항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출원이

구한다(37 CFR 1.53). 청구항은 발명

와 그 요약 및 청구범위 등의 서류를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되었으

의 주제를 특별히 지적하고, 명료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원일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정의하여야 한다(35. U.S.C. 112).

② 출원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후에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을 제공할 것을

○청구항에는 특허성과 침해의 결정

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요구받게 된다. (규칙 제57 (c)조 및

2가지 목적이 있다. 청구항은 출원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이 무엇이 발명인지를 정의하고, 발명

③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을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으로 기

○출원인은 하나의 선출원의 청구범

다. 심사관은 청구항의 특허성(법정

재하되, 해당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

위를 인용함으로서 포함할 수 있는

주제, 명료함, 개시요건, 권리상실, 신

시할 수 있음을 그 기준으로 한다; 필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출원인이 선

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한다. 특허가

요시 도면을 첨부한다. 요약은 발명

출원의 청구범위가 제출된 출원의 청

허여되면 청구항은 침해의 유무를 판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인 요점을 간

구범위를 대체하기를 원한다는 표시

단할 목적으로 유효범위, 발명의 경계

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는 출원일에 행해져야 한다(규칙 제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청구범위는 설명서를 근거로 하여

40(2) 및 (3)조 및 제57(c)조). 가이드라

야 하며,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인 A-II, 4.1. 3.1 및 A-III, 15도 참조).

설명하여야 한다.

○EPC 조약 제84조에 의하면 청구범

○전리법 실시세칙 제20조제1항

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정의한

청구범위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적

다. 청구항은 명료하고 간결하여야 하

특징을 설명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호를 청구하는 범위를 기술해야 한다.

○명세서 및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
기 위해 사용된다. (제69(1)조)

○출원인은 자신 발명의 전체범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발명을 적절히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한 청구

포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하기 위해 출원인은 발명 및 기

항의 수는 한정되지 않는다.

수의 청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수

술 수준의 성질과 범위에 기초하여

는 규칙 제43(5)조에 따라 합리적이

합리적인 수의 청구항을 제출할 수

어야 한다. 청구항은 간결하여야 한다

있다.

는 제84조의 요건은 불합리한 수 및/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b) 청구항의 구조(예를 들면 마쿠쉬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

○마쿠쉬 형식에 의한 청구항의 기재

형식의 청구항, 젭슨 형식의 청구항)

지 않다.

가 허용된다. 또한 그것에 의해 특허
발명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 제한되지
않는다.
○각 청구항은 기재가 간결하여야 한
다.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3호)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물질
의 발명 등과 같은 택일 형식에 의한
기재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많은 결과,
청구항에 대한 기재의 간결성이 현저
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청구항의
기재의 간결성이 현저하게 손상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①선택사항끼리가 중요한 화
학구조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는 중요한 화학구조 요소를 공유하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또는 반복된 청구항에 대해 특허청이

○출원인은 법정 카테고리(즉 방법,

거절이유를 제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기계, 제조 또는 화합물) 내에서 또는

중국 특허청

중에서 합리적인 수의 독립 청구항을
○동일한 카테고리의 몇 개의 독립

제출할 수 있다. 2007년 11월 1에 발

청구항은 규칙 제43(2)조에 따라 허

효된 출원에 있어서의 청구범위의 심

용되지만「출원의

고려하여

사에 관한 실무규칙(37 CFR 1.75)이

하나의 청구항에 의해 당해 주제를

개정되어 독립 청구항의 수 5를 넘는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경우, 또는 청구항의 총수가 25를 넘

만 허용된다.

는 경우 특허상표청은 출원의 청구범

주제를

위를 포함하며 37 CFR 1.265를 충족
하는 심사 보충 문서(ESD)를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하게 된다. 출원
인이 ESD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선
택하는 경우 출원은 5개 미만의 독립
청구항 및 25개 미만의 총청구항을
포함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주기：
2007년 10월 31일에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 지방법원에 의해 발행된 가
처분 금지명령에 의해 청구항의 실무
규칙 및 계속 최종 규칙에 대한 개경
은 2007년 11월 1일에 발효되지 못
했다.]

○청구범위의 구조는 아래사항을 요

○하나의 청구항에는 3개 부분이 있

○전리법 실시세칙 제22조

구하는 규칙 제43(1)조에 규정되어

다.：프리앰블과 이행구 및 본문이다.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독

있다：「적절한 경우 청구범위는 다

프리앰블은 발명을 소개하며, 환경 또

립청구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포함

음을 포함한다.

는 의도된 사용에 대해 기술한다. 본

하되, 아래 열거한 규정에 따라 작성

(a) 발명의 주제의 지정 및 청구된 주

문은 방법 청구항에 있어서는 공정

한다.

제의 정의에 필요하지만 조합하여

스텝 또는 생산물, 장치에 대해서는

(1) 전제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선행기술의 일부인 기술적 특징을

요소의 관점에서 발명의 한정사항을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명칭과,

나타내는 기재；

언급한다. 이행구는 프리앰블을 본문

발명 또는 고안의 주제와 가장 근접

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

한 선행기술이 공유하고 있는 필요한

하는」또는

언급된 한정사항이 명세서에 정의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에 의해 특징지워지는」으로

발명을 이루는 요소 혹은 스텝의 부

(2) 특징부: “그 특징은 … ”이라는

시작되고, 부항(a)에 규정된 특징

분인지 아니면 모두인지를 다른 사람

용어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과 조합하여 보호받으려고 하는

에게 나타낸다.

기재하되, 발명 또는 고안과 가장 근

(b)표현「~을

특징으로

기술적 특징을 특정하는 특징부.

접하는 선행기술과 기술적 특징이 구

이 양식은「2부분 형식 청구항」이라

○젭슨 청구항과 마쿠쉬 청구항은 프

별되도록 기재한다. 상기 특징부와 전

고 불리며 독립 청구항에 적용된다.

리앰블,

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함께 발명 또

2부분 형식의 청구항은 청구된 주제

일한 구조적 형식을 따른다.

가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의해 다르

이행구 및 본문을 가지는 동

는 고안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경우보다 적은 선택사항의 수에 의해
선택사항이 대량으로 된다.
②선택사항의 표현 형식이 조건부 선
택 형식과 같이 복잡한 것인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선택
사항의 수에 의해 선택사항이 대량으
로 된다. 심사기준 I－1 2.2.3.1(2))

(c) 카테고리

○발명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의

○발명은 2개의 주된 카테고리로 분

2개의 주된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방

류된다. 즉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

법 발명의 카테고리는 물건을 생산하

명이다. 방법 발명의 카테고리는 물건

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다. (특허법

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다.

제2조 제3호)

특허법 제2조 제3항) 또한 「방식」
또는「시스템」(예:

전화시스템)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

「물건」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용

가 불명확한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어로서 취급한다. 또 「사용」및 「이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용」은「방법」의

(심사지침서 4128)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취급한다

카테고리인

사용

(예를 들면 「물질 X의 살충제로서의
사용(이용)」은 「물질 X의 살충제로
서의 사용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취급한다. 또한「~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물질 X의 사용(이용)」은
「~치료용약제의 제조를 위한 물질 X
의 사용방법」으로 취급한다.). (심사
기준 I－1 2.2.2.1(3))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속하
는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고, 명확하게 정의된 선행기술이 존재

○젭슨 청구항은 종래의 장치 또는

○병렬선택법을 사용한 포괄. 즉, ‘또

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방법에 대한 한정을 기술하는 프리앰

는’이나 ‘와(과)’를 사용하여 그 중의

블로 시작된다. 이행구는 개선을 이루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구체적

청구항」은

는 장치 또는 방법에서의 개선사항을

인 특징을 병렬하는 것을 말한다. 예

EPO에서 허용되는 청구항의 형식으

나타내며, 청구항의 본문은 새로운 특

를 들면, ‘특징 A, B, C 또는 D ’ 또

로서 주로 화학분야에서 사용된다. 그

징을 서술한다.

는 ‘A, B, C 및 D로 구성된 물질 중

○소위「마쿠쉬

형식의

러나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은 유사한

에서 선택한 하나의 물질’ 등을 말한

성질의 선택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마쿠쉬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청구

다. 병렬선택법을 사용하여 포괄하는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제기될 가

항의 본문에서 선택적인 한정을 나타

때에는 병렬선택에 의해 포괄되는 구

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 C- III 3.7

내기 위해 화학 실무에서 사용된다.

체적 내용은 서로 등가이어야 하며,

및 7.4.1)

마쿠쉬 청구항은 선택적 형태의 모든

상위개념의 포괄내용을 ‘또는’을 사용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공

하여 하위개념의 뒤에 나열하여서는

○젭슨 형식의 청구항은 2부분의 구

통적으로 인정되는 총괄적 표현이 존

아니 된다. 또한, 병렬선택에 의한 포

조를 가지지만 명확성이 부족할 가능

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괄의 개념이 명료하여야 한다. 예를

성이 있다.「X에 있어서 개선 Y···」

들면, ‘A, B, C, D 또는 유사물(설비,

는 X,

방법, 물질)’에서

X+Y 또는 Y만 청구되고

있

‘유사물’의 의미는

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

불명료하므로 이는 구체적인 물 또는

은 첫 부분이 장치의 기능에 관계된

방법(A, B, C, D)과 병렬하여 사용할

것이고, 둘째 부분이 방법에 관한 경

수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3)

우에 형성된다.

○가이드라인(C-III 3.1)은 청구항의

○35 U.S.C. 101에는 4개의 다른 카

○청구항은 성질에 따라 2가지 기본

2개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테고리(즉 미국법의 법정 분류)가 규

유형, 즉 물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

있다：

정되어 있다. 이들은 방법, 기계, 제

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물건 청구

조 및 화합물이다.

항과 방법 청구항이라고 칭한다. 제1

-물리적 실체에 관한 청구항： 생
산물, 장치

기본유형의 청구항은 인류의 기술이

-작용에 관한 청구항： 방법, 사용

○방법은 알고리즘 또는 기술에 따른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조작이다. 방법은 일반적으로「방식에

제2 기본유형의 청구항은 시간과정의

○그러나 EPC는 하나의 특허 출원에

따라 어떤 것을 실시하거나 또는 어

요소가 있는 활동(방법, 용도)를 포함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떤 것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물의 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정의하는 제44규칙(발명의 단일성)의

간주된다.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목적으로

용어「카테고리」에

다른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의 청구항

의미를 주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기계는 기계적 성질의 모든 장치를

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

생산물, 방법, 장치 또는 사용이다.

포함한다.

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

이와 같은 정의는 규칙 제43(2)조에

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

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규칙은

○제조는 화합물 또는 기계의 카테고

이

용어「카테고리」가

리에 들지 않으며 사람에 의해 안출

3.1.1)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

된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기존의 원료
○청구항의 1세트 내의 카테고리의

에 대한 모든 혼합물을 포함한다. 새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출원인이 사용

로운 분자와 화합물은 이 카테고리에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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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는 어느 카테고
리라고도 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
는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게 된다. (심
사기준 I-1 2.2.2.1(3))

(d)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받고자

○청구항은 그 기재 형식에 의해 독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

보호를

립형식 청구항과 인용형식 청구항으

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로 구분된다. 독립형식 청구항이란 다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당해하

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여야 한다.

청구항이며 인용형식 청구항이란 선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

행하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해 기재한

침될 것

청구항이다. 그리고 양자는 기재 표현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만 다를 뿐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특허법 제42조)

(심사기준 I－1 2.2.4)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

○독립형식 청구항의 기재는 그 독립

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형식 청구항의 발명이 다른 청구항의

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

하다.

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
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

○인용형식 청구항은 특허청구범위에

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

있어서 문언의 중복 기재를 피하여

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

청구항의 기재를 간결하게 하는 것으

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

로 이용되지만 인용형식 청구항에 의

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한 기재는 인용형식 청구항의 발명이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인용되는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한지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

○선행하는 다른 청구항의 발명을 특

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

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부를 치환하는

유럽 특허청
하는 카테고리의 수는 명료성과 간결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속한다.

성의 요건에 관해서만 체크되며 가이
드라인(C-III 3.2)은 출원에 개시된
주제의 전체적인 범위를 적절히 포함
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
구항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심사관은
「달리 표현되어 있으나 유사 효과의
것임이 분명한 청구항의 수의 존재에
대해 과잉으로 학문적이거나 유연성
이 없도록 접근하지 않도록」한다.
○규칙 제43(2)조는 하나의 독립 청
구항으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다른 독립 청구항도 인정하고
있다.

○독립 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

○출원인은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독

○전리법 실시세칙 제21조

하지 않는 자립 청구항이며, 발명의

립 형식 또는 종속 형식으로 기재함

①청구범위에는 독립청구항이 있어야

필수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으로써 발명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또한 종속청구항이 있을 수 있다.

규칙 제43(3)조는 이러한 청구항은

②독립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발명 또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관한 하나 또

○출원인은 법정 카테고리 이내 또는

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하여야 하

는 복수의 청구항이 그 후에 계속될

중에서 독립 청구항을 제출할 수 있

고,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다. 이것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발명을

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현「종속 청구항」은 종속 청구항을

적절히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

③종속청구항은 부가적 기술적 특징

「다른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

유재량을 허용한다.

을 사용하여, 인용되는 청구항을 한정

는 청구항」으로 정의하는 규칙 제
43(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야 한다.
○2007년 11월 1에 발효되며 출원에
있어서의 청구항의 심사에 관한 실무

○독립항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

○종속 청구항으로 간주되려면 이전

규칙(37 CFR 1.75)이

개정되어 독

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

의 청구항을 인용하고, 종속되지 않는

립 청구항의 수가 5개를 넘는 경우

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

청구항이 존재하도록 청구항은 그것

또는 청구항의 총수가 25개를 넘는

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인용하는 청구항과 같은 카테고리

경우 특허상표청은 출원의 청구항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 또는 고안

에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C-III 3.4)

모든 것을 포함하는 37 CFR 1.265를

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족하는 심사 보충 문서(ESD)를 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기술특징을 가리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적어도 독립

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하게 된다.

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청구항이 핸들에 관한 경우「청구항

출원인이 ESD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구성하

의 경우와 같이 핸들을 가지는 차

선택하는 경우 출원은 6개 미만의 독

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배경기술에 서

량···」과 같이 기재된 청구항은 종속

립 청구항 및 26개 미만의 총청구항

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

청구항이 된다. 「차량에 있어서 청구

을 포함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주

어야 한다.

항 1에 기재된 핸들의 사용」등의 다

기：2007년 10월 31일에 미국의 버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

른 기재도 인정되지만(장치로부터 사

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 의해 발행

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선행하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다른 청구항과 그 카테고리 표현이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

다른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에

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있어도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료하게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심사지침

되지 않는 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

서 4133)

여 인용형식 청구항으로 기재하여 청
구항의 기재를 간결하게 할 수 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 즉 독립형식으로 기재한

○다중인용 형식 청구항이란 다른 2

다. 다만, 독립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상의 청구항(독립 형식, 인용 형식

사항의 중복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발

을 묻지 않는다.)을 인용하여 기재한

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범위

청구항으로서

내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

기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

(심사기준 I－1 2.2.4.2)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식의 청구항 심사는 사례“... 방법으
로 제조된 물건”형식의 청구항의 취

○다중인용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급 참조) (심사지침서 4134)

에 있어서 다른 2이상의 청구항의 인
용이 택일적이지 않으며, 동일한 기술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적 한정을 부과하지 않을 때에는 특

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

허법 시행규칙의 양식 비고란 중의

으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

청구항의 기재 형식에 관한 지시에

함하며, 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부합되지 않게 되지만 이 지시는 법

한정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구체화하

률상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는 청구항이다. (심사지침서 4134)

제36조 제6항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래의 예 1또는 예 2와 같은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

경우에는 청구항의 발명이 불명확하

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

게 되어 제36조 제6항 제2호 위반이

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된다.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1：청구항의 인용이 택일적이지
않음 기재가 불명료하게 된 결과 특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불명확하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

게 된다.

재하여야 한다.

예 2：인용되는 청구항에 동일한 기
술적 한정을 부과하고 있어도 다른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카테고리의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의 카테고

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리가 불명확하게 된다.

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

(심사기준 I－1 2.2.4.2(3))

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을

포함함으로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용으로의) 카테고리의 변경은 자동적

된 가처분 금지명령에 의해 청구항의

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으로 후에 기재된 청구항을 독립 청

실무 규칙 및 계속 최종 규칙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구항으로 만든다.

개정은 2007년 11월 1일에 발효되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못했다.]

실시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

○종속 청구항은 바람직하게는 서두

○종속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기

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에서 그것이 종속되는 청구항을 인용

재되고 프리앰블과 이행구 및 본문을

된다.

한다. 종속 청구항은 종속 청구항 또

구비하여야 한다. 종속 청구항은 단일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은 가장 넓

는 독립 청구항일 수 있는 하나 이상

의 청구항 또는 복수의 청구항을 인

은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

의 이전의 청구항을 인용하여야 한다.

용할 수 있다(37 CPR 1.75(c)). 그러

하는 범위를 갖는다.

나 USPTO의 실무에 있어서는 다중

만약 하나의 청구항이 다른 동일유형

○청구항은 규칙 제43(4)조에 정의된

종속 청구항은 선택적으로만 다른 청

의 청구항에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바와 같은 종속 청구항이 아닌 경우

구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 또

포함하고 그 다른 청구항의 기술방안

에도 또 다른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는 간접적으로 다른 다중 종속 청구

에 대하여 추가적인 한정을 하게 되

인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항에 의존될 수 없다. 이러한 2가지

면 이 청구항은 종속항이 된다. 종속

C-III 3.8)

제한은 얼마나 많은 청구항이 실제로

항은 부가적인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더하여

인용한 청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한

다중 종속 청구항의 범위는 무엇인지

정을 하게 되므로 그 보호를 받고자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혼란을 피하

하는 범위는 인용한 청구항의 범위

기 위한 것이다. 부적절하게 기재된

내에 속한다.

다중 종속 청구항은 37 CPR 1.75(c)

종속항의 부가적인 기술특징은 인용

에 근거한 거절의 대상이 되고, 일반

한 청구항의 기술특징에 대하여 그

적으로 출원인이 적절한 형태로 제시

기술특징을 더욱 한정하는 것일 수도

하지 않는 한 적절한 것으로 취급되

있고 기술특징을 부가하는 것일 수도

지 않는다(MPEP 608.01(n) ).

있다.
청구범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독립항

○종속 청구항은 인용에 의해 포함되

이 있어야 한다. 2 이상의 독립항이

는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포함하는

있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독

것으로 해석된다. 다중 종속 청구항은

립항을 제1독립항이라 칭하며, 기타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특정 청구항

독립항은 병렬독립항이라 칭한다. 심

각각의 모든 한정을 인용에 의해 삽

사관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때는

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7 CP R

병렬독립항이 앞의 독립항을 인용한

1.75(c)).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구항1의
방법을 실시하는 장치, …’, ‘청구항1

○2007년

11월

CFR

의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 ‘청구

1.75(b)는 또 하나의 청구항을 인용

항1의 부품을 포함하는 설비, …’,

하지만 이 청구항이 인용하는 청구항

‘청구항1의 콘센트와 연결하는 플러

의 모든 한정사항을 인용에 의해 삽

그, …’ 등과 같은 경우이다. 다른 독

입하지

않는

1에

발효된

CFR

립항을 인용하는 이러한 청구항은 종

1.75(b) 및 수수료의 계산 목적으로

속청구항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병렬

독립 청구항으로 취급되도록 개정되

독립항이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청구

었다. 발명의 다른 법정 분류의 청구

항을 인용하는 독립항에 대하여 그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청구항도

37

CFR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확정할

1.75(b) 및 수수료의 계산 목적으로

37

때에는 인용된 청구항의 특징이 모두

독립 청구항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고려되어야 하며, 그의 실제적인 한정

항목 및 부항목

(e) 청구항의 배치

한국 특허청

○특허법 제5조
-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
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본 특허청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4호의 경제
산업성령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
의 기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해진 바
에 따른다.
1. 각 청구항은 행을 바꾸어 하나의
번호를 붙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항의 번호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연속적인 번호로 하여야 한다.

-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3.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의 다른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청구항의 인용은 그 청구항의 번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의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4.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청구항을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기재할 때는 그 청구항은 인용하는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

청구항 이전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특허법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

29의2)

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
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
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
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
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
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의3,

양식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주기： 2007년 10월 31일에 미국의

효과는 최종적으로 그 독립항의 보호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 의해 발

주제에 표현되어야 한다.

행된 가처분 금지명령에 의해 청구항

어떤 경우에는 형식상은 종속항(종속

의 실무 규칙 및 계속 최종 규칙에

항의 인용부분을 포함)이지만 실질적

대한 개정은 2007년 11월 1일에 발

으로는 종속항이 아닐 수도 있다. 예

효되지 못하였다.]

를 들면, 독립항1은 ‘특징X을 포함하
는 공작기계’이며, 뒤의 다른 청구항
은 ‘청구항1의 공작기계 있어서, 그
특징이 특징Y를 사용하여 특징X을 대
체하는데 있는 경우’에는 뒤의 청구항
은 독립항인 것이다. 심사관은 단지
기재의 형식만으로 후자의 청구항을
종속항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1.2)

○청구항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USPTO는 제시된 제1 청구항이 가

○청구항의 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적으로 번호를 붙인다. (규칙 제43(5)

장 넓고 마지막 청구항이 가장 상세

청구범위에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

조). 청구항이 다른 카테고리에 관한

하도록 출원인이 범위에 따른 순서로

방안을 한정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종

것인 경우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 또

청구항을 배열하는 것을 선호한다.

속항을 허용한다.

없으나 청구항이 기재되는 순서는 규

○종속 청구항은 그것이 종속되는 청

○청구범위에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칙 제44조에 근거한 단일성 결여의

구항 가까이에 배치되어야 한다. 별개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의 순서

경우 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적 효과

의 종이 청구되는 경우 동류의 종에

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명료

관한 청구항은 가능한 경우 함께 그

성과 간결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거

룹화 되어야 한다. (몇 개의 종이 하

○청구항 간의 동일내용의 중복을 방

절이유로 되지 않는 한 출원인은 자

나의 동일한 총괄적 청구항에 종속되

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청구항은

신이 선호하는 독립 청구항의 배열을

는 경우 이 규정은 현실적이지 않거

선행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 가능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시작할 의무는

생산

물과 방법 청구항은 별도로 그룹화되
○제1의 청구항은 가장 넓은 것으로

어야 한다. (MPEP 608.01(n))

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종속항은 단지 앞부분의 청구항만
을 인용할 수 있다. 2 이상의 청구항

○특허 결정시에 심사관은 청구항의

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은 단지 택일

일련번호를 검토하여 심사관의 보정

적 방식으로만 앞부분의 청구항을 인

○종속 청구항은 그 마지막 문장이

에 의해 청구항의 번호를 다시 부여

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다중종속항의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규칙 제

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항을 그 범위

기초로 할 수 없다.

43(4)조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청

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아울러 그

구항 세트의 이해와 명료함을 위해

것이 종속되는 청구항 가까이에 기재

○종속항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룹화되어야

할 수 있다.

청구항의 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한다：「하나의 이전 청구항을 인용

37 CFR 1.126 및 MPEP 1302.01을

뒤에는 인용하는 청구항의 주제명칭

하는 모든 종속 청구항 및 다수의 이

참조.

을 재차 기재하여야 한다.

전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모든 종속

인용부분에는

인용하는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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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구범위의 내용

○제2항제4호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

(a)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표시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

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6조

나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과 다른 청

제6항)

구항의 발명은 동일할 수 있다. (특허
법 제36조 제5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청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또한 가능

○다중종속항은 2 이상의 청구항을

한 한 적절한 방법으로 함께 그룹화

인용하는 종속항을 가리키며 다중종

되어야 한다.」

속항의 인용방식은 앞부분의 독립항
및 종속항을 인용하거나 앞부분의 몇
개의 종속항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속항이

다중종속항인

경우에는

그 인용하는 청구항의 번호는 ‘또는’
이나 ‘또는’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 용
어를 사용하여 인용관계를 표시하여
야 한다.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다른 다중종속항의 인용의
기초로 할 수 없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하나
의 독립항에 종속하는 모든 종속항은
그 독립항의 뒤와 다른 독립항의 앞
의 사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3)

○규칙 제43(1)조는 아래와 같이 규

○미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기재된

○전리법 실시세칙 제21조

정되어 있다：「청구항은 발명의 기

한정사항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표

②독립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발명 또

술적 특징의 관점으로부터 보호가 요

현「기술적 특징」은 미국의 청구항

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하여야 하

구되는 사항을 정의하여야 한다.」

실무의 전문 용어는 아니다.

고,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
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실시에 필수

○35 U.S.C. 112는「출원인이 자신

③ 종속청구항은 부가적 기술적 특징

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의 발명으로 간주하는」주제를 청구

을 사용하여, 인용되는 청구항을 한정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항은 모호한

하는

해야 한다.

것으로 판단된다. (규칙 제43(1) 및

U.S.C.112, 제2항). 출원인은 명세서

(3)조와 조합하여 제84조).

에서 발명에 대한 많은 기술적 및 비

○독립항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

기술적인 특징을 개시할 수 있으며,

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

개시된 특징의 모든 것을 합친 범위

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

와 다른 범위의 청구항을 제출할 수

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도 있다. 출원인은 이러한 청구항을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 또는 고안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출원인이 자신

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없어서는 아니 되는 기술특징을 가리

것을

허용하고

있다(35

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미국 심사관은 명세서를 읽은 후에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을 구성하

그가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

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배경기술에 서

하지 않는다. 미국 심사관은 단순히

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

항목 및 부항목

(b) 비기술적 사항의 표시

(c) 목적의 표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청구항에 상업상의 이점이나 판매

○청구항에 판매지역, 판매원 등에 대

지역, 판매처 등 발명의 구성과 관계

한 기재가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기

가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술적이 아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이 된다.

경우 제36조 제6항 제2호 위반이 된

(심사지침서 4130)

다. (심사기준 I－1 2.2.2.1(2)⑤)

○목적에 관한 특별한 요건은 없다.

○목적에 관한 특별한 요건은 없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이러한 특징이 청구된 발명과 어떠한

어야 한다.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개시되었다는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

이유만으로「필수의 기술적 특징」이

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

청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수 없다. 미국의 판례법은 일관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청구항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으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서 정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실시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

있다.

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1.2)
○하나의 출원에는 2 이상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
한 동일유형의 청구항이 있어서는 아
니 된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3)

○예로서 가이드라인(C-III 2.1)은 상

○표현「비기술적 사항」또는 「비기

○청구항의 표현은 간결하여야 하며,

업적 장점을 청구항에 포함되어서는

술적 특징」은 미국의 청구항 작성

기술특징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원인

아니되는 비기술적 사항으로 설명하

실무에 대한 전문 용어는 아니다.

또는 이유에 대한 불필요한 서술을
하거나 상업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고 있다.
○35 U.S.C. 112는 출원인이 「출원

아니 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그러나 기술적 특징의 결과나 효과

인이 자신의 발명이라고 보는」주제

3.2.3)

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35
U.S.C. 112, 제2항). 출원시에 출원
인은 한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제출
한다. 청구항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인
은 자신이 무엇을 자신의 발명이라고
보는지를 나타내는 한정을 지정한다.
미국의 법령 및/또는 실무는 출원인
이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한정사항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청구항이 물리적 실체(생산물, 장

○미국법은 용어「목적」을 전문 용

치)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목적을 표

어로서

시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

청구항의 한정사항으로서 목적이 포

은 청구항이 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

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명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법은

○목적에 관한 특별한 요건은 없다.

항목 및 부항목

(d) 기능의 한정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

○청구항이 기능·특성 등에 의해 생산

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물을 정의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경우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발명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

할 수 없으며 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없다.

1998. 10. 18. 선고 97후1344).
(심사지침서 4131)

○청구항이 기능·특성 등에 의한 생산
물의 정의를 포함하는 경우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
항에 기재된 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
항으로부터 이 기능·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의
판단이나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단서가 되며 발
명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범위는 명확
하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
술 상식을 고려하여도 당해 기능·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에 속하는 구
체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없으며, 통
상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심사기준 I－1 2.2.2.1(6)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미국 심사관은 청구항의 한정사항
○물리적 실체의 경우 목적의 표시는

을 평가할 때「목적」을 읽지 않는다.

특허가 허여된 사항의 범위에 대한

심사관은 청구항에 존재하지 않은 한

한정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렇지 않으

정사항을 청구항 내로 읽어 들이지

면 관련 선행기술문헌을 배제할 가능

않으며 또한 명세서에서 설명되고 있

성이 있다. (가이드라인 C-III 4.13)

으며 발명의「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의도된 사용」또는「발명의 목
적」도 당연히 한정사항으로서 청구
항 내로 읽어 들이지 않는다. 출원인
이 아닌 심사관이 발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판례법에 위배
된다.

○현시점에서 EPO는 이 항목에 속하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청구항에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적 한정의 기

며, 위의 (c) 및 아래의 (e)에 의해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

술특징에 대하여는, 상기 기능을 실시

더 정확하게 커버되지 않는 청구항

지는 않는다. 기능적 표현은 발명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한

작성의 실무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실행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능적 특징

사용된다. 이것은 그 구성요소에 의해

을 포함한 청구항에 있어서는 그 기

발명을 청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

능적 한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항에서의 기능적 표현은 특허성의

의하여 지지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에 있어서 무시되지 않는다.

야 한다.
만약 청구항에 한정한 기능이 발명의

○그러나 (1) 그 표현이 발명을 정의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 중에 기재한

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확정적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경

이지 않고, 또한 (2) 그 표현이 명세

우, 또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서에 개시된 것을 넘은 보호범위를

그 기능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

가지는 경우 기능적 표현은 거절이유

급되지 아니한 기타 대체방식을 사용

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료하
게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능적으로 한정한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식에 의해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
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
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청구
항에서 기타 교체방식이나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을 포괄하는 기능적 한정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기타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애매모

항목 및 부항목

(e) 기능에 의한 정의

한국 특허청

○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일본 특허청

○청구항이 기능·특성 등에 의한 물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기능·특성 등에 의한 물의
특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있어서 당
업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
여 청구항에 기재된 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터 이 기능·특성 등
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
허 요건의 판단이나 특허 발명의 기
술적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단
서가 되며 발명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의 범위는 명확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도 당해 기능·특성 등
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에 속하는 구체적
인 사물을 이해할 수 없으며 통상 발
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심사기준 I－1 2.2.2.1(6)①)

(f) 용어의 정의

○화학기호, 수학기호, 원자량, 분자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

식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호하게 기재한 하였으나, 소속 기술분
야의 기술자가 그 대채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 대체방식을
이용하는지 불명료한 경우에도, 청구
항의 기능적 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순 기능적인 청구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지침 제2부 제
2장 3.2.1)

○청구항에 사용된 기능적 용어는 실

○기능적 표현은 발명이 설명하는 것

○통상 물건 청구항은 가급적 기능이

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기술적

이 아니라 그 발명이 무엇을 하는지

나 효과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피

특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

에 의해 발명을 설명한다. 미국 법에

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특징이

으로 단지 특징의 일부가 기능적 용

서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서는 한정할 수

어로 설명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없거나 또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청구항을 거절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능
○또한 USPTO의 실무에서 수단 플러

이나 효과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가이드라인(C-III 2.1)은「당업자가

스 기능 한정으로서 알려져 있는(35

것이 더 적절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

발명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기

U.S. C.112,제6항)「수단」표현과 함

명 중에 규정된 실험이나 조작 또는

능을 실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께 결합되는 경우 기능적 표현은 구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 수단을 통하여

어려움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기능적

조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기능이나 효과를 직접적이고 확실

한정은 포함될 수 있다.」

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능
○35 U.S.C.112, 제6항은 「청구항에

이나 효과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기초 심판부 결정에서 기능적 특징

조합을 위한 요소는 그것을 뒷받침하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심사지침

은「객관적인

그렇지

는 구조, 재질 또는 제작에 대한 상세

제2부 제2장 3.2.1)

않으면 이러한 특징이 발명의 범위를

한 설명 없이 특정 기능을 실행하기

제한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정의할

위한 수단 또는 스텝으로 표현될 수

수 없으며 또한 이들 특징이 필요한

있으며, 이러한 청구항은 명세서에 설

경우 합리적인 실험과 함께 전문가가

명된 대응되는 구조, 재질 또는 그 균

과도한 부담 없이도 이들 특징을 실

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료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점으로부터

지시를 제공하는」경우에만 청구항에
기재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청구항이 수단 플러스 기능 형식으

있다.

로 기재될 수 없더라도 청구항은 35
U.S.C. 11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하며 모호하고 불명료하여서는
안 된다.

○청구항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그 용

○명세서 및 청구항을 작성할 때 출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어가 통상 가지는 의미를 당해 용어

원인은 자신이 사전 편집자가 되는

는 그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따라 이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

중에 청구항의 용어에 대한 정의 또

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

는 설명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정

정되고 있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의 또는 설명을 출원시의 기술 상식

한다. 특히 당해 기술분야에서 인정된

을 고려하여 청구항 중의 용어를 해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석함으로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하

그것을 사용한다. (심사지침서 4114)

다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결
과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으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 내용

려고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수 있다고 인정되면 요건은 충족된다.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심사기준 I－12 2.2(4))

특정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
3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미생물, 외국어 이름을 가진 물질

통지하되 신규성에 대한 심사결과와

등의 일본어로는 그 용어가 가지는

일괄하여 통지한다. (심사지침서 2317)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기술
용어 등은 그 일본어 이름 다음에 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호 내에 그 원어를 기재한다. (양식

참작하여 해석하여도 청구항에 기재

29의 2)

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에는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
고 특허법 제42조제4항 위반으로 거
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지침서 2317)

(g) 선택적 형식에 의한 기재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망에 따라」,「필요에 따라」등

「특히」,

「및/또

과 같은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

는」 등의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

「예를

들어」,

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표현

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

이 있을 때에는 발명의 범위가 불명

된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확하게 된다.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지침
서 4129)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어

떠한 조건에서 그 임의 부가적 사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에 부여하며 통상 청구항의 표현만으

것이 인정되고, 발명을 설명하는 용어

해하여야 한다. 통상 청구항의 용어는

로부터 명료하여야 한다.

를 선택하여 정의하는 것이 인정된다.

관련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가지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에 대해 새로운

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정한

○청구항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주

표현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발명을

경우에,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지는 경우 이것은 청구항 자체에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용어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

가능한 한 명료하게 되어야 한다. 이

으로 명시하고 그 용어를 사용한 청

에 대한 이유의 하나는 청구항만이

○명세서가 그 용어를 달리 정의하는

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EPO의 3개의 공용어로 공개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어에는 통상적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된 용어에

점에 있다. (가이드라인 C-III 4.2).

며

통례의 의미가 주어진다. MPEP

따라 명확하게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

2111.01을 참조. 용어에는 용어의 통

러한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그러나 청구항에 사용된 특정 용어

상적인 의미와 모순되는 의미가 주어

도 출원인에게 가능한 한 청구항을

(예를 들면 파라미터)에 대한 완전한

질 수는 없다. 그 범위가 넓은 용어는

보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구항 자

정의가 명세서에서만 발견되는 드문

당해 용어가 명세서에 의해 적절히

체의 의미가 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가

존재한다(예를 들면 청구항에

뒷받침되며 주제를 정의하는 경우 단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2)

그것을 도입하면 명료성 또는 간결성

지 넓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유가 되

의 결여를 초래하는 경우).

지 않는다.
○통상 원래 청구항의 용어는 명세서
의 표시에 따르지만 청구항을 보정하
는 경우 또는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
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용어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출원인은 출원시의 출원에 사용된
용어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새로운 용
어가 청구항에 도입되는 경우 그 새
로운 용어가 신규사항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명세서에 대해 추가가 이루
어지는 경우 이는 적절하다. (MPEP
608.01(o))

○기본적인 명료성에 대한 기준이 충

○표현된

구성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청구항 내에 ‘예를 들면’, ‘가장 좋

족되는 한 청구항이 선택적 기재를

발명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선

은 것은’,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의

포함하는 것을 특히 금지하는 규정은

택적 표현은 청구항에서 인정된다. 청

유사용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

EPC에 없다. 하나의 청구항에서의 선

구항의 범위 또는 폭과 관련하여

표

하면, 이러한 용어들은 청구항에서 동

택적 형식은 많은 경우 청구항 세트

현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일하지 아니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유지하는 하

청구항은 여전히 명료하고 명확하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호를 받고자

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야 한다.

하는 범위의 불명료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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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또는 선택적 사항이 필요한지가 분명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

하지 아니하며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特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사기

定)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준 I－1 2.2.2.1(5)④)

는 허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29)

(h) 모호한 용어의 사용(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부정적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에 의한 정의)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아닌」등 )이 있는 결과 발명

-「주로」, 「주성분으로」, 「주 공

표현(「~를

제외하고」,

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심사기

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준 I－1 2.2.2.1(5)①)

「 많은」,「높은」, 「대부분의」,

「보다 많은」,「보다 작은」등과 같

「거의」, 「대략」, 「약」 등 비

이 상한 또는 하한만을 나타내는 수

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

치 범위 한정에 의해 발명의 범위가

현이 사용된 경우

불명확하게 된다. (심사기준 I－1 2.2.

-「… 을 제외하고」,「… 이 아닌」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수치한정발명에서「…이상」,

「…

2.1(5)②)
비교의 기준 또는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이 있거나 용어의 의미가 모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특히 소위 마쿠쉬 그룹화에 의해

○또한 마쿠쉬 그룹은 청구항에 선택

포함되는 큰 화합물군을 가진 화학

적인 표현을 제공한다. 마쿠쉬 그룹은

분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주로 화학 실무에서 사용되지만 기계

마쿠쉬 청구항은 하나의 청구항에 다

또는 전기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금

수의 선택적 사항을 가지는 방법에

지되어 있지 않다. 마쿠쉬 그룹은 출

지나지 않는다(위의 (2)(b) 참조).

원인이 커버할 것을 원하는 분야에

2장 3.2.2)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총괄
○동일한 특징에 대해 단지 다른 참

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

조 방법인 선택적 사항의 존재는 청

용된다.

구항을 모호한 상태로 남기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진정한 선택적 사항으

○마쿠쉬 그룹에서 나타나는 물질은

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로드 또

통상 인정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

는 와이어」등과 같은 특정 특징에

야 혹은 인정된 기술분야에 속하지

대한 참조는 명확화되어야 할 필요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쿠쉬 그룹

있다. 특징에 대한 한 종류의 구조만

이 방법 또는 (단일의 화합물이 아닌)

이 의도되는 경우 하나의 용어만이

조합을 기재한 청구항에 존재하는 경

인정된다.

우, 청구된 관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의 청구

속성을 가지는 그룹의 멤버가 명세서

항에서 선택적 사항의 그룹화는 1건

에 개시되면 충분하고, 또한 바로 그

의 특허 출원에서 10개를 넘는 청구

성질로부터 또는 선행기술로부터 그

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의 지불을 회

것들 모두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피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것이 분명하면 충분하다. 마쿠쉬 표현

(규칙 제45조). EPO의 접근법은 그룹

이 화합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화가 명료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그룹화의 타당성은 화합물 전체를 고

않을 것을 조건으로 너무 형식적인

려함으로써 판단되며, 마쿠쉬 표현의

접근방법을 피하고 선택적 사항을 허

멤버내의 특성군이 있다는 것에 좌우

용하는 것이다.

되지 않는다. (MPEP 803.02) 마쿠쉬
청구항의

구조에

관해서는

제3조

(2)(b)를 참조.

○먼저, 각 청구항의 유형이 명료하여
○바로 그 성질에 의해 모호한 용어는

○USPTO 실무에서 범위를 나타내는

야 한다. 청구항의 주제의 명칭은 그

명료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관은 통

용어는 35 U.S.C. 112에 근거한 불

청구항의 유형이 물건 청구항인지 방

상 모호한 용어에 대해 거절이유를 제

명확성에 의해 청구항을 자동적으로

법 청구항인지를 명료하게 명시할 수

기한다. 가이드라인(C-III 4.6)은「용어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어의

있어야 한다. “일종의 …방법”과 같은

가 발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경우 불

예는「실질적으로」「비교적」및

애매모호한

명료한 용어는 청구항에서 허용되지 않

「근접하게」 등이다. 청구항의 한정

“일종의 …제품 및 그 제조방법”과

는다.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

사항과 함께 정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같은 하나의 청구항의 주제명칭에 제

을 선행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불명료한

경우 심사관은 명세서가 그 범위를

품발명과 방법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측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을 제공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히 하고 있다.

고 있으며 또한 당업자가 생산물 또

의 주제명칭은 청구항의 기술내용과

는 방법이 청구항의 표현의 범위 내

주제명칭을

사용하거나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

호한 결과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이나

된다. (심사기준 I－1 2.2.2.1(5)③)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

「특별히」「예를 들면」,···과

(다만,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

자구를 포함한 기재가 있는 경우 발

분이 아니라 임의 성분인 경우에는

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심사

제외) 또는「120-200℃, 바람직하

기준 I－1 2.2.2.1(5)④)

게는 150- 180℃」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에 0을 포함한 수치 범위 한정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

이 있는 결과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

을 한 경우

하게 된다. (심사기준 I－1 2.2.2.1(5)⑤)

(심사지침서 4129)

청구항의 기재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

명 등으로 인용되고 있는 결과 발명
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심사기
준 I－1 2.2.2.1(5)⑥)

(i) 달성하여야 할 목표에 의해 발명
을 정의하려고 하는 청구항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음.

○청구항이 달성하여야 하는 결과에
의한 물의 특정을 포함한 경우 그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
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이러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
인 수단밖에 기재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통상 달성하여야 하
는 결과에 의해 물을 특정하지 않으
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을 적절히 특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의 범위는 불명확하
다. (심사기준 I－1 2.2.2.1(6)③(ii))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상응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

있어서의「고주파」등 당해 기술분야

판단하여야 한다. MPEP 2173.05(b)

2장 3.2.2)

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

를 참조.

○예를 들면,

외하고「얇은」,「넓은」또는「강한」

○일반적으로

청구항에는

‘약’,

‘근

등의 용어를 청구항에서 사용하지 않

접’, ‘등’, ‘또는 유사물’ 등 유사용어

는 것이 권고된다.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
면, 이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청구항

○그 사용이 사례에 대해 엄격하게

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불명

금지되지

있어서도

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

「약」또는 「대략」 등의 용어가 사

위에 이러한 용어가 있을 시에는 심

용되는 경우 항상 특별한 주의가 요

사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러한

구된다. (가이드라인 C-III 4.7)

용어의 사용이 청구항을 불명료하게

않은

경우에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바람직하게는」,「예를
「등」또는「보다

들면」,

불명료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등

허용한다.

의 표현은 한정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2)

단지 모호성만 도입할 수 있다. (가이
드라인 C-III 4.9)

○도면부호 또는 화학식 및 수학식
중에 사용하는 괄호를 제외하고는 청
구항 중에 ‘(콘크리트)벽돌’과 같은
괄호사용은 가능하면 피하여 청구항
이 불명료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괄호는 허용한다.
예를 들면, ‘(메틸기)아크릴산에스테
르’, ‘10 - 60%(중량)를 포함한 A’이
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2)

○청구항은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을

○미국법은 청구항이 달성하여야 할

기술적 특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목적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항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것은 발명이 달성되어야 할 목적

금지하지도 않는다. 미국법은 청구항

에 의해 완전하게 정의되는 것을 배

에 목표가 기재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제한다.

청구항이 발명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서 명확하며, 사용된 표현이 명세서에

○그러나 하나의 기술적 성질에 대한

개시된 범위를 넘는 보호범위를 확실

다른 특징과 조합하여 발명의 특징의

히 제공하지 않도록 청구항을 평가할

하나로서 달성하여야 할 결과를 사용

것이다.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가이드라
인 C-III 4.10) 이 경우 기능적 정의
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 (위의 (3)(e)
를 참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j) 화학 혹은 수학의 반응식 또는 수식

○화학물질의 발명에서 청구항이 화

○화학식 등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학물질 명 또는 화학구조식에 의해서

하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만, 화학

「【화학식1】,【화학식2】」와 같이

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식으로 특정(特

기재하고, 수식을 기재하려고 할 때는

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

수식의 기재 전에 「【수학식1】,【수

적 성질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며,

학식2】」와 같이 기재하며, 표를 기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의해서도 특정

재하고자 할 때는 표의 기재 전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부

「【표 1】,【표 2】」와 같이 기재

가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며 순서에 따라 연속 부과하여 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재한다. (양식 29의2)

제조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
침서 4130)

경우

화학식의

기재

전에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규칙 제49(9)조는 아래와 같이 기

○발명을 정의하기 위해 청구항에서

○청구항 내에 화학식 또는 수학식이

재되어 있다：「명세서, 청구항 및 요

화학식, 수학 방정식 또는 수식의 사

있을 수 있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약서는 화학식 혹은 수학 방정식 또

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장 3.3)

항은 그 주제가 표를 사용하는 것이

○화합물 또는 합성물을 정의하는 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에만 표를 포함할 수

학식은 제101조의 적절한 주제의 범

포함하는 경우, 가능한 수학적 방식으

있다.

위 내이다.

로 표현한다(예를 들면 ‘≥30℃’, ‘>5’

○청구항에 이러한 표현을 받아들이
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발명을 정의하
기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결과가 명세서에서 적절히
특정된 시험 또는 절차에 의해 직접
적이며 확실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는 수식을 포함할 수 있다··」. 청구
청구항에

수치범위를

등). 통상 ‘보다 크다’, ‘보다 작다’,
○그 기재형식이 편리한 경우 심사관

○수학 방정식 또는 수식 그 자체는

‘초과’ 등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

은 청구항에 있어서의 표 사용에 대

특허 가능한 주제는 아니다. 이들은

고, ‘이상’, ‘이하’, ‘이내’ 등은 그 숫

해 거절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가이

알고리즘으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심

드라인 C-III 2.4)

101의 주제 즉「새롭고 유용한 방법,

간주되며

35

U.S.C.

사지침 제2부 제2장 3.2.3)

기계 제조, 화합물 또는 이를 구성하
는 새롭고 유용한 개선」의 범위에

○청구범위에는 일반적으로 표를 사

들지 않는다. MPEP 2106.02를 참조.

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표
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명료하게 발

○적절한 주제가 되려면 수학 방정식

명 또는 고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

또는 수식을 포함하는 발명은 제101

제를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조에 진술된 카테고리의 하나이어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3)

한다. 심사관은 수학적 알고리즘, 수
식 혹은 방정식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청구항을 분석한다.
청구된

방법의「행위」가

추상적인

개념, 아이디어 또는 전술한 어느 하
나를 나타내는 부호만을 조작하는 경
우 그 행위는 주제에 적절히 적용되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연
산만으로

이루어진(즉 하나의 숫자

세트를 다른 숫자 세트로 변환하는)
방법은 적절한 주제를 조작하지 않으
면 따라서 법정 방법을 구성하지 않
는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k) 그 사용에 관한 한정을 수반하는

○청구범위에 그 사용이나 용도를 한

○청구항에 용도를 의미하는 명시적

정하는 기재를 포함할 수 없다는 규

인 기재가 있는 용도 발명에 대해 용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를 구체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치 또는 물건

일반적으로 표현한 청구항의 경우(예
를 들면 「~로부터 이루어진 병 X용
의 의약(또는 농약)」이 아닌「~로
이루어진 의약(또는 농약)」등과 같이
표현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
표현의 용어의 존재가 특허를 받으려
고 하는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
을 때에는 단지 일반적인 표현인 것
만(즉 개념이 넓다고 하는 것만)을 근
거로 하여 제36조 제6항 제2호 위반
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의 상
세한 설명은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조성물에 있어서 청구항 중에
용도나 성질에 의해 특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용도나 성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6
조 제6항 제2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심사기준 I－1
2.2.2.2)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청구항이 실제적인 적용 없이 단지
수학적인 연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
는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조작하
는 경우 법정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 혹은 화학 방정식 또는 수식
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용어가 명세
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의
본문에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복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된 사용을 위한 장치」또는

○35 U.S.C.112, 제2항은 출원인이

○주제명칭에

「··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제품」등과

자신의 발명으로 간주하는 주제를 청

물건 청구항에 있어서, 그 중의 용도

용도한정을

포함하는

같은 청구항은 청구된 장치 또는 생

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출원인은

한정은 그 물건 청구항의 보호를 받

산물이 지시된 사용에 적합하다는 것

이러한 제한이 35 U.S.C.

112에 의

고자 하는 범위를 확정할 때에 고려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 규정된 방법으로 발명을 지적할

하여야 하며, 단 그의 실질적인 한정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효과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제품 자

○이러한 청구항이 이전의 개시에 의

조건에 청구항에 소극적인 제한을 포

체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따

해 예측되는지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함할 수 있는(MPEP 2173.05(i)를 참

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주제명칭이

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조).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모형’인 청구항

다고 하더라도 역시 동일한 사용에

중에서 ‘쇳물주조에 이용하는’의 용도

적합한 장치 또는 생산물에 관한 것

○화합물 생산물 또는 장치의 청구항

는 주제인 ‘모형’에 대해 한정효과를

으로 하여야 한다.

에 대해 출원인은 화합물 생산물 또

가진다. 또한, ‘얼음성형에 이용하는

는 장치의 의도되는 사용을 열거할

플라스틱 틀’에 있어서, 그 용융점은

○그러나 청구항에 의해 부여된 보호

수도 있다. 그러나

화합물 생산물 또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모형’의 용융점

범위는 기재된 사용으로 제한되는 것

는 장치에 관해서 선행기술에 대해

보다 크게 낮으므로 상기 청구항의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항

구별하는데 있어서 이 제한에게 줄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내에 포함

은 장치 또는 생산물 그 자체를 위한

수 있는 중요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가이드라인 C

스로 판단되게 된다.

의 한정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제품

-III 4.13)

또는 설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의료 분야에

며 단지 제품 또는 설비의 용도 또는

해당된다. 제54(4)조에 의하면 물질

사용방식에 대한 기술인 경우에는 제

또는 성분이 알려져 있는 경우 그 알

품 또는 설비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려져 있는 물질 또는 성분이 그러한

등을 구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

방법으로의 사용에 대해 이전에 개시

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체 또는 동물

‘…에 이용하는 화합물X’ 중의 ‘…에

체에 행해지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이용’이 화합물X 자체에 어떠한 영향

또는 진단 방법에 있어서의 사용(제1

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화합물X가 신

의료 사용)에 관한 것만이 특허를 받

규성,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

을 수 있다. 수술 방법 치료 방법 및/

단할 때에 용도한정은 영향을 발휘하

또는 진단 방법에 있어서의 제1의 사

지 않는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용에 관해 알려져 있는 물질 또는 성

중국 특허청
3.1.1)

분에 대한 청구항은 다음과 같은 형
식이어야

성분

○용도 청구항은 방법청구에 속한다.

X」다음에 사용(예를 들면 「약제로

한다：「물질

또는

단, 청구항 기재용어에 있어서 용도

서의 사용을 위한··」, 「항균제로서

청구항과 물건 청구항을 구분해야 하

··」또는 「질병 Y의 치료를 위한·

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을 기재한다. 물질 또는 성분이

“화합물X를 살충제로 사용” 또는 “화

「 제1의 의료 사용」으로 사용되고

합물X의 살충제로써의 응용”은 용도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그 사

청구항으로

용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을 조건

“화합물X를 사용하여 만든 살충제”

으로 제53(c)조에 따른 제2의 사용이

또는 “화합물X를 포함한 살충제”는

나 새로운 사용에 대해 또는 제54(5)

용도 청구항이 아니라 물건 청구항이

조에 근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2)

따라서 제54(4) 및 (5)조는 생산물 청
구항은 절대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생
산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일
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의 의료 사
용, 제2의 의료 사용 및 새로운 의료
사용에 대한 생산물 청구항이 그 외
의 모든 특허요건(특히 진보성의 요
건)을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질병 Y
의 치료를 위한 물질 또는 성분의 사
용···」은 제53(c)조에 근거한 특허성
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된 치료에
관한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러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C-IV
4.8을 참조.
○장치 또는 생산물 청구항에 있어서
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기재는 결과
적으로 명료성의 결여(제84조)를 가
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거
절이유가 제기되어야 한다.
○심사관은 장치에 대한 기술적 특징
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청구
항 1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와 같은 청구항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방법

청구항에

속하나,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1)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참조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명 또는 도면의 기재로 대용되고 있

의 기재를 대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는 결과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

되는 경우.

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

예 1：「도 1에 보인 자동 굴착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용에

구」 등의 대용 기재를 포함하는 청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구항(일반적으로

예: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성분조

해석되며, 모호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에의 의존

도면은

다의적으로

성 상호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에 적절하지 않다.)

서 수치 또는 문장만으로는 명확

예 2：인용 개소가 불명확한 대용 기

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기준 I－1 2.2.2.1(5)⑥)

「첨부도면 제1도의 점 A( … ),
B( … ), C( … ), D( … )로 둘러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싼 범위내의 Fe․Cr․Al 및 2%이하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해도

의 불순물로 구성되는 내열전열합

발명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금」과 같이 도면을 대용하여 기

것에 유의한다.

재할 수 있다.

예：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합금

(심사지침서 4130-4131)

성분 조성 상호간에 특정 관계가 있
고, 그 관계가 수치 또는 문장에 의한
것과 동등한 정도로 도면을 인용함으
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심사기준 I－1 2.2.2.1(5)⑥)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청구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

○청구항은 명세서에 비추어 해석되

○청구항 내에 화학식 또는 수학식이

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만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림이 있어서는 아

허용되지 않는다. (규틷 제43(6)조).

명세서로부터의 한정은 청구항에 존

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구

제외하고는 청구항에는 ‘발명의 상세

○가이드라인(C-III 4.17)에는 명세서

항에 사용된 용어는 그 통상적이며

한 설명의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

또는 도면을 인용하는 것이 예외적으

통례적인 의미와 다른 용어에 대한

이’ 또는 ‘도면의 …도에 도시된 바와

로 허용되는 2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

정의가 명세서에 명료하게 기재되어

같이’ 등의 유사용어를 사용하여서는

다. 첫 번째는 청구항에서 문언 또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이며

아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라

수식에 의해 쉽게 정의할 수 없고 도

통례적인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청구

함은 발명 또는 고안의 특정형상을

면에 의해 예시될 수 있는 특정 형상

항은 명세서에 비추어 해석되지만 이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도형을

을 포함하는 발명이다. 다른 하나의

것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용하여 한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는 그 일부의 특징이 그래프 또는

명세서에 개시된 특징 모두를 포함하

경우에 청구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

는

명의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

는 화학 생산물에 관한 것이다.

MPEP 2 111 및 2111.01을 참조.

○규칙 제43(7)조는 청구항에서 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되지 않은 특

청구범위에는 일반적으로 표를 사용

항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징이 청구항에 기재될 것이 요구되는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표를

되는 도면 참조 부호를 사용할 것을

경우 또는 청구항이 명세서에 개시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명료하게 발명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괄

특정 실시 형태로 제한되어야 하는

또는 고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제를

호내의 참조부호에 텍스트를 추가하

경우 출원인은 선행기술에 관계없이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는 것은 특징을 한정하는 것으로 이

명세서에 개시된 특정 실시 형태보다

청구항 내의 기술특징에는 기술방안

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시는 피해

넓게 주장할 수 없다. 미국 특허법하

을 이해하기 쉽도록 발명의 상세한

야 한다. (C-II, 4.19)

에서는 명세서가 제시된 청구범위에

설명의 도면에 표기된 도면부호를 인

대해 실시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출

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면부호

원인은 자신의 발명으로 간주하는 것

들은 괄호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기술

을 주장하고, 선행기술이 허락하는 한

특징의 뒤에 기재하여야 한다. 도면부

넓은 청구항을 작성 하는 것이 허용

호는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된다.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는 ‘도면의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의 유사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아니 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
○도면은 청구항을 이해하기 위해 명
세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 3.3)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m) 기타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
침(「설명 및 명세서에 있어서의 개시
범위」및「특허청구범위의

폭」(예를

들면 실시예와 청구범위의 관계 또는
실시예의 추가가 인정되는 범위)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이 항목하에서 EPO는 청구항에 있

미국 특허청
○그 외의 코멘트 없음

중국 특허청
○통상적으로 하나의 청구항은 하나

어서의 일부 포기의 허용에 대해 고

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다만,

려하고 있다. 일부 포기의 목적은 그

기술특징이 많거나 내용 및 상호관계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정의된 구성요소

가 복잡하여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그

를 그것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제외함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

으로써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울 경우에는, 청구항은 항을 나누거나

이다. 이 일부 포기의 기술은 특허성

소단락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에 관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술할 수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

요소를 제외시키기 위해 화학에서 빈

2장 3.3)

번하게 사용되지만 그 사용은 결코
화학분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EPO의 실무 및 심판부 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부 포기는 명
확한 기술적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의
주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C-III 4.20)

○EPC의 제84조에 의하면「청구항은

○35 U.S.C.112, 제1항은「청구범위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는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세서에 의해

이 요건은 실체적 요건이며 명세서의

제공되는 실시 가능성의 범위와 합리

도입 부분에 진술되는 경우가 있는

적인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발명의 가장 넓은 기재와 단순히 문

요구하고 있다. MPEP 2164.08을 참조.

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위
의 2(3)(iv)를 참조).

○이것은 청구항이 명세서에서 실시
가능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실

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로 실행한 것에 대한 일반화를 포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제3항(4)(a)

함한다. 명세서에서 일반화된 다음 청

를 참조). USPTO의 실무에서는 청구

구항의 표현에 반영되는 것은 허용된

범위는 실시예에 한정된다는 요건은

실무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제3항(3)(1)를 참조.

중요한

문제는「일반화는

어느 정도까지 넓을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결정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의 범위

될 수 있다.

를 판단할 때 청구항은 단순히 빈 상
태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

○원칙으로서「청구항의 적절한 기재

및 선행기술의 교시에 비추어 읽혀지

는 발명을 벗어날 정도로 넓지 않고

게 된다(제3항(3)(f)를 참조).

또한 출원인으로부터 자신의 발명의
개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빼앗을

○그러나 청구범위는「특허가 부여된

만큼 좁은 것도 아닌 것이다」(가이

후에 청구범위가 정당화된 범위보다

드라인 C-III 6.2)

더 넓은 유효 범위를 주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항목 및 부항목

(a) 청구범위가 부당하게 넓음
- 개시의 문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

○청구항의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

항에 특정된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명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세한 설명에

는 안 된다.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당해 기술 분야

1호) (심사기준 I－1 2.2.1(3))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식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적

○제36조 제6항 제1호에 적합하지 않

용한다. (심사지침서 4118)

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
①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도

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시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개념에 대한 발명의 기재는 없고

②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하위개념의 발명에 대한 기재만 있으

기재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그 결

며, 상위개념에 관한 발명이 발명의

과 양자의 대응 관계가 불명료하게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

되는 경우.

명으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③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청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를

구항의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

적용한다.

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

④청구항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

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

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위한 수단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

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

범위를 넘어 특허를 청구하는 경우.

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

(심사기준 I－1 2.2.1(3))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제
4항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
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
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는 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생각에서 출원인은 그 후에 자신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동안 명세서와 일치하는 가장 넓
은 합리적인 해석」이 주어지게 된다.

○기술적 특징을 포함할 것을 조건으

○실제의 발명에 대해 과도하게 넓게

○청구항 중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로 청구항은 명세서와의 비교에 의해

작성된 청구항은 다음의 3가지 이유

기술방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서만 부당하게 넓은 것으로 생각될

로 거절될 수 있다：

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

수 있다. 문제는 청구범위에 대해 명

1) 청구항이 선행기술이 허용하는 것

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세서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가이

보다 넓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술방안이어야

다. 이 뒷받침은 기술적 내용을 수반

2) 청구항이 발명자가 실제로 자신의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범위

하지 않는 막연한 진술이 아닌 기술

발명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 주제를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지

적 특징의 것이어야 한다.

포함하는 경우 당해 청구항은 출원인

침 제2부 제2장 3.2.1)

이 자신의 발명이라고 보는 주제를
특별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주장할 것

○청구항에서 포괄하는 내용은 발명

을 요구하는 35 U.S.C.112, 제2항에

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범위를 초과하

근거하여 거절될 수 있다.

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실시 가

만약 청구항에서 포괄하는 내용에 출

능한 물질과 함께 실시 가능하지 않

원인이 추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은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청구항은

나, 그 효과 또한 사전에 확정하고 평

35 U.S.C.112 제1항에 근거하여 거

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

절될 수 있다.

항의 포괄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의 공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실시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여야 한다. 청구항에서 포괄하는 내

청구된 주제에 대해 평가된다. 심사

용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 초점은 청구범위 내의 모든 것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상위개

실시 가능한지 여부이다. 실시 가능성

념으로 포괄하거나 병렬방식으로 포

의 범위와 관련한 청구범위에 근거하

괄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 또는

여 거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2

선택방식이 발명이나 고안이 해결하

단계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

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한 발명이

조사는 개시와 관련하여 청구항이 얼

나 고안과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마나 넓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항 전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 조사는 과도한 실험 없이도 당업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

자가 청구된 발명의 범위 전체를 실

단해야 한다.

시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

그 포괄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MPEP

전체적인 제품 또는 장비와 관련된

2164.08을 참조.

청구항은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잘 지지되고 발명 또는 고안

○요구되는

범위는

이 청구항 범위에서 실시되지 못할

예측 가능성의 정도와 반비례 하지만

실시

가능성의

이유가 없으면 그 범위가 비교적 넓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은 청구항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
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
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
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
결》(심사지침서 4118)

- 실시 불가능한 주제를 나타내는 청
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의 실시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청

의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구항의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

있지만,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포함

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된 특정한 실시의 형태는 특이점이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상세한

우 제36조 제6항 제1호 위반이 된다.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실시할

(심사기준 I－1 2.2.1.1(3))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
42조제3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
한다. (심사지침서 4120)

없는 경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모든 실시 가능한 종류에 대한 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내용이

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의 실시 형

불충분하여 해당분야 기술자가 통상

태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요소 등 예

의 실험 또는 분석방법을 통하여 발

측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넓

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은 실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청구항이 서술하고 있는 보호를 받고

러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

자 하는 범위까지 확대할 수 없는 경

야에 있어서의 발명에 대한 출원에서

우에는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해당분

는 하나의 종류에 대한 개시는 통상

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괄적 청구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발

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MPEP

명 또는 고안을 청구항의 보호를 받

2164.03을 참조.

고자 하는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
록 설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

○화학사례에
문제의

있어서의

예에

실시가능성

대해서는

MPEP

2164.06(b)을 참조.
○컴퓨터프로그램
실시가능성

문제의

지 아니하면, 출원인에게 청구항을 한
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1)

사례에

있어서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지

예에

대해서는

지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MPEP 2164.06(c)을 참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 실시예에 기

○35 U.S.C. 112에 근거하여 거절하

재된 내용에 부분적 내용에만 근거해

기 위해 청구된 발명의 실시 가능성

서는 안 된다.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설정하

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타 부

는 것은 심사관의 의무이다. MPEP

분에 구체적인 실시방식이나 실시예

2165.04를 참조.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전체내용을 고려하여
청구항의 포괄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의 지지를 받는 것으
로 인정해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1)

○원칙으로서(가이드라인 C-III 6.3)

○청구의 범위내의 실시 불가능한 실

○만약 청구항에 한정한 기능이 발명

「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출원시의 출

시 형태의 존재는 반드시 청구항을

의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 중에 기재

원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실험

실시 불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은 아

한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또는 분석에 대한 일상적인 방법을

니다. 기준은 착상은 되었으나 아직

경우, 또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사용하여 명세서의 특정 교시를 청구

행해지지 않은 어느 실시 형태가 실

그 기능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

된 분야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

시 가능한지를 당업자가 당해 기술

급되지 아니한 기타 대체방식을 사용

하다고 믿는데 대한 충분히 근거가

분야에서 통상 요구되는 것 이상의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료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력을 부가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게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발명이 속하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있는지 여부이다.

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이것은 청

MPEP 2164.08(b)을 참조.

자가 그 기능적으로 한정한 방법에

항목 및 부항목

- 실시예와 청구범위의 관계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상위개념에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실시예가 일부

재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예에 대

만 기재되어 있어 상위개념에 포함되

해 확장 내지 일반화되도록 기재할

는 다른 하위개념에 관하여는 용이하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볼만한 구체적

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확장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

내지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는 각 기

42조제3항을 같이 적용한다.

술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타당

또한 청구항에 하위개념의 발명이 기

한 범위는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심

재되고 상세한 설명에 상위개념의 발

사기준 I－1 2.2.1(3)(ii))

명이 기재된 경우에도 청구항에 기재
된 하위개념의 발명이 상세한 설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뒷받침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발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를

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출원시의

적용하고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당해 수식이

청구항에 기재된 하위개념에 대한 발

보이는 범위 내이면 희망하는 효과(성

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질)를 얻을 수 있다고 당업자가 인식

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을 같이 적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예를 개

용한다. (심사지침서 4120)

시하여 기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지재고판 평

○청구항이 마쿠쉬(Markush)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17.11.11(평성17(행케)제10042호))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구된 주제의 일부에 대해 기대된 결

중국 특허청
포함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가 달성되지 않은 이유를 확립할

○일반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실시 형

방식에 의해 발명 또는 고안을 통하

의무는 심사관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태는 청구항(예를 들면 프리앰블)에서

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

그러나 심사관이 일단 청구항이 그

표현에 의해 배제되지만 실시 가능한

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전체범위에 걸쳐 뒷받침되고 있지 않

이러한 실시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청구

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기술하게 되면

과도한 실험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항에서 기타 교체방식이나 발명 또는

그 역을 입증할 책임은 출원인의 것

청구범위는 여전히 실시 불가능하다.

고안의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된다.

방식을 포괄하는 기능적 한정을 사용
○명세서가 실시 가능한 실시 형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실시예의 추

명료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것이 실시

기타 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가는

제123(2)조를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때 과도한

기타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애매모

위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실험이 포함되는 경우 상당한 수의

호하게 기재한 하였으나, 소속 기술분

러나 발명의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시 불가능한 실시 형태에 관한 청

야의 기술자가 그 대체방식이 어떤

경우 이 실시예는 고려되며 파일에

구항은 청구범위를 실시 불가능하게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 대체방식을

유지되고, 이 사실에 관한 특별한 언

한다.

이용하는지 불명료한 경우에도, 청구

신규사항으로서

급이 부여된 특허 표지에 인쇄되게

항의 기능적 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된다.

이외에 순 기능적인 청구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지침 제2부 제
2장 3.2.1)

○EPC의 제84조에 의하면 보호가 요

○USPTO의 실무에서는 청구항은 개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발명의 상세

구되는 사항을 정의하는 청구항은 명

시에 비추어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 설명에 기재된 하나 또는 다수개

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시가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

의 실시방법이나 실시예를 포괄한다.

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청구항에서 포괄하는 내용은 발명의

○실시예는 명세서의 일부이다. 그러

아니다. 개시에서 제시된 예는 단순히

상세한 설명의 기재범위를 초과하여

나 케이스가 심사/이의신청 담당부

예일 뿐이다. 예는 발명을 실행하거나

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 발명이 속하

또는 심판부에서 계속 중인 한 출원

발명을 작동 중인 당업자를 지도하기

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위한 안내로서 사용된다. 예는 유효

자가 합리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로운 실시예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사항으로서 청

에 기재된 실시예를 동등하게 대체할

구항에 읽혀 들어가지 않는다. 청구항

수 있는 대체방식이나 명확히 도출할

○예를 들면 실시예의 종류 및 수와

의 한정 사항은 발명의 유효 범위의

수 있는 변형방식들이 모두 동일한

관련하여 청구항이 얼마나 넓을 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기능 또는 용도를 갖는다고 예측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심사관을 지

개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예와 동일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이 청구항을 통

도하는 규칙,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이

하지 않은 생산물 또는 방법은 당해

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는 상

EPO에는 없다. 원칙적으로 명세서는

생산물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문언

기 대체방식이나 변형방식까지 포함

충분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표현상에서 읽혀지는 경우 여전히 청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청구항에

청구된 주제가 당업자에 의해 실시될

구된 발명을 침해하게 된다.

서 포괄하는 내용이 적당한지 여부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해서는 심사관이 그것과 관련된 선
행기술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개척성 발명은 개량성 발명에 비하여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특정 조건하에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심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
부의 구성요소에 관한 실시예만이 기
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성요소에 대
하여는 언급만 있고 실시예가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제3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
지한다. (심사지침서 4119-4120)

(b) 청구범위의 확장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

○보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발명 특정사항이 당초 명세서 등에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내용을

이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47조 제2

포함하는 경우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

항)

다. (심사기준 III－I 4.1)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보정전의 특허청구범위의 발

의 규정에 의한 보정 중 특허청구범

명 중 거절이유 통지서에서 특허를

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

난 발명과 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된

호의 보정은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

발명이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특별한

에 의하여 지적한 경우에 한하여 이

기술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에 의

를 할 수 있다.

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않게 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특허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 제4항, 심사기준 III-2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3.)

하는 경우
(특허법 제47조제3항)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에 특허청구범
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에 사항을 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된 기

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간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

①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청구항의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서는 완전히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지침 제2부 제2장 3.2.1)

이 경우 EPO는 예를 포함하지 않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충
분한 개시에 대한 결여를 이유로 많
은 예를 포함하는 다른 특허를 거절
할 수 있다. 명세서의 내용을 취급하
는 EPC의 규칙 제42조는 결코 예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항 (e)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한다： (명세서는) 적절
한 경우 예를 사용하여 발명의 적어
도 하나의 실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한다.
○EPO의

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C-II 4.9)은「특정 케이스에 대한 사
실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넓은 분야가 한정된 수의 예 또는 하
나의 예로 충분히 예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촉구
하고 있다.

○심사동안 제137 규칙(2)에 규정된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

○전리법 제33조(보정)

특허청으로부터의 첫 번째 문서에 응

로 출원인은 선행기술과 동일한 정도

출원인은 자신의 전리출원 서류에 대

답할 때까지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자

이며, 자신의 개시가 허용하는 것만큼

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 및

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넓게 자신의 발명을 청구할 수 있으

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보정은 최

고 또한 출원인은 출원 심사동안 청

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청구항의 보정은 출원인이 조사보

구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기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

고서를 수리한 다음에만 행할 수 있

조건하에서 한정사항을 생략하는 것

자인등록출원 서류의 보정은 최초 도

다(제137

심사부로부터의

은 발명자가 보다 넓고 보다 포괄적

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

첫 번째 문서를 수리하기 전에 출원

인 발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할 수 없다.

(특히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다. (규

서

칙 제137(2)조).

MPEP 2163, 부항 I.B를 참조. 당초

○다음의 경우 보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1)).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출원의 개시가 보정된 청구항을 뒷받

(1) 청구범위 내의 기술적 특징을 삭

○첫 번쩨 문서 수리 후 당해 문서에

침하는 한「청구항을 넓히는 것은 개

제하여 그 청구항의 보호청구범위를

대한 회답과 동시에 행할 것을 조건

시에 대해 신규 사항을 추가하지 않

확대한 경우

으로 출원인은 자신의 의사로 청구항

는다.」

(2) 청구항 내의 기술적 특징을 변경

을 한 번 보정할 수 있다. 새로운 보

함으로써

정은

경우

심사부에 의해 거절된다(규칙

보호청구범위가

확대되는

제137(3)조). 이와 관련하여 자유재량

(3) 원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제에

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가

대하여 단일성이 결여된 당초 발명의

이드라인 C-IV, 4.7(이하 참조)에 포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보

함되어 있다.

정 후 청구항의 주제로 한 경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삭제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

②특허청구범위의 감축(···보정전의···

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

발명과 그 보정 후의···발명의 산업상

경하지 아니할 것

이용 분야 및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가 동일한 것으로

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

③오기의 정정

을 수 있을 것

④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거절이

(특허법 제47조제4항)

유통지서에서 거절이유로 기재된 사

한정된다.)

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특허법
제17조의2 제5항)

(c) 청구항의 감축 및 하위 개념화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변경하거

○상기(4)(b)를 참조.

나 수치범위를 축소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일반적으로 발명의

○청구항의 발명 특정사항을 개념적

구체적 목적 범위 내에 있어 변경에

으로 상위사항으로 보정(발명 특정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

항을 삭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나 하위개념이나 수치범위를 축소하

따라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였다 하더라도 당초 명세서의 상세한

이외의 사항이 추가되게 되거나, 개념

설명에 이와 같은 하위개념의 발명이

적으로 하위의 사항으로 보정(발명 특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사

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항

함에 따라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추가에

4228)

해당된다.

(심사지침서

사항 이외의 것이 특정되게 되는 경
우에는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의 범위 내에서의 보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심사기준 III－I 4.2(1)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4) 새로운 독립항을 추가하였는데,

○그러나, 제123조(2)에 의하면 청구

그 독립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당

항을 넓히는 것은 출원시의 출원 내

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출원시의

경우.

출원이 명세서에 언급되지 않은 주제

(심사지침 제2부 제8장 5.2.1)

에 관한 청구항을 포함하는 경우 이
러한 청구항의 표현은 제123조(2)를
위반하지 않고 명세서에 옮길 수 있
다. (가이드라인 C-III 6.6)
○이의신청 심사에 있어서 주어진 특
허 청구항에 대한 보정은 그것이 주
어진 보호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인
정된다. (제123(3)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조건

○USPTO의 실무에서는 출원인은 심

○독립항에 기술적 특징을 증가하여

으로 서브 포괄 청구항은 항상 위의

사동안에

위해

독립항에 대하여 진일보한 한정한 보

(4)(b)에 규정된 바와 같은 원칙 하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청구항을 좁힐

정이, 당초 독립항이 신규성 또는 진

서 제출할 수 있다. 직접적인 뒷받침

수 있다.

보성이 없거나,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선행기술을

피하기

은 특정 서브 포괄 청구항에 대해 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이 결여되

여되어 있으나 포괄 청구항은 명세서

○화학 사례에 있어서 또한 화합물을

어 있거나 발명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하는 사례에 있어서 인용문헌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발명의 상세한

생긴다.

서의 종의 개시는 후출원이 포괄 청

설명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구항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

등의 흠결을 극복하기 위한 보정으로,

분하다. MPEP 715.03.

증가한 기술방안이 최초 발명의 상세

그러나 속(genus) 및 몇 개의 종이

한 설명 및/또는 청구범위에 이미 명

출원인에 의해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이러한

생각되는 경우 또한 선행기술에 대해

보정은 인정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적어도 하나의 종 따라서 속이 선행

제2부 제8장 5.2.2.1)

기술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는 것이
후의 심사동안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
은 선행기술에 의해 교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종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
에 속과 알려져 있는 종을 취소할 수
있다.
○위의 USPTO의 실무에 근거하여 출
원인은 포괄 청구항과 서브 포괄 청
구항 모두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의 특정 예는 총괄적 형태의 청
구항이

특정 물질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마쿠쉬 실무를

항목 및 부항목

4.

도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출원서에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1) 실체적인 문제(예를 들면 개시의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일부로 도면의 위치설정)

(특허법 제42조 제2항)

한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

○발명의 구성은 문장에 의하여 명세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도면은 명세서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청구

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

항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여 주는 기능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

을 가지는 것이다. (심사지침서 4121)

다. (심사기준 I－1 3.2(1))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은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

출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

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중하여

라 정하여진다. (특허법 제70조 제1항)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항의 기재가 불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

명료하거나

의미․내용이

부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

불명확한 경우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용어의

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또는 도면의 기재를 참작할 수는 있

의의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

으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벗어나

법 제70조 제2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심사지침서
4122-2)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포함한다. 제3항(3)(g). 청구항이 불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위를 감축
하는 마쿠쉬 청구항을 사용하며 또한
마쿠쉬 청구항에 추가하여 진정한 속
청구항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MPEP 2173.05(h) I.

○도면은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

○35 U.S.C. 113은 특허를 받게 되

○도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

는 주제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출원

부분이다.

○비록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개시의

인은 도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도면은 그림을 이용하여 발명의 상세

충분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헌을

있다.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도면은

한 설명 문자부분을 보충 설명하여

제공하지만 도면(및 청구항)도 충분성

(i) 실시 가능한 개시 결여에 따른 명

제3자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특징

을 확실히 하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세서의 불충분성 혹은 명세서 내의

및 전체 기술방안을 직관적, 형상적으

있다.

불충분한 개시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한

(ii) 청구범위의 해석 목적으로 당초의

다. 기계 및 전기기술 분야의 전리출

개시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원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명세서에서 참조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명

면의 작용은 더욱 명확하다. 그러므로

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특허 출원인은 사례의 성질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은 발명

하더라도 정확한 특징이 도면에 명확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법령에

또는 고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내

히 개시되어 있는 한 도면은 청구항

따라 도면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어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도면은 출원과 함께 제출되지 않

2.3)

○보다 일반적으로 도면의 목적은 명

으면 안 된다. 이것은 특히 화합물 또

세서(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항)

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발명을 포함

의 이해 및 청구항의 해석을 돕는 것

하지만 도면은 많은 방법의 경우에

이다.

있어서도 유용하다.
○출원과 함께 제출된 도면은 발명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 In re Berk
man, 209 USPQ 45(CCPA 1981)에
있어서 법원은 35 U.S.C. 112, 제1항
에 규정된 개시 요건은 발명, 발명을
실행하고 사용하는 수단 및 방법과
자신의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발명자
에 의해 간주된 최선의 모드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면은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설명을 위한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도면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할 도면은 양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특허법 시

식 제30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특

행규칙 제21조).

허법 시행규칙 제25조)

(3)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즉 그 상

○결정구조, 금속조직, 섬유의 형상,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원칙적으

태, 허용되는 범주, 허용 조건 등)

입자의 구조, 생물의 형태, 오실로스

로 제도법에 따라 흑색으로 선명하고

코프 등과 같이 별지 제16호 서식(기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착색되어

재요령 2)의 제도법에 따라 작도하기

서는 안 된다. (양식 제30)

(2) 방식 요건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도면의 양식은 제46 규칙에서 넓게

○도면에 관한 기준은 37 CFR 1.84

○하나의 전리출원에 다수의 도면이

다루어지고 있다.

에 규정되어 있다.

있는 경우에 각 도면에서 동일한 구

○또한 아래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도면은 청구항에 특정된 발명의 모

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든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도면에 사용하는 동일한 도면부호는

성부분을 표시하는 도면부호는 일치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및 요약서

동일한 기술특징(또는 동일대상)을 표

는 도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규칙

○발명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필수

시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49(9)조)

적이지 않은 명세서와 청구항에 개시

언급되지 아니한 도면부호가 도면에

된 종래 기술의 특징은 도식적인 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도면에 없는 도

○출원이 도면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

면 기호나 표시가 첨부된 표시(예를

면부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자

한 도면은 명세서에서 참조되고, 명세

들면 표시가 첨부된 직사각형 박스)

부분에 언급되어서도 아니 된다.

서는 도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형태로 도면 내에 예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문자 이외에 도면 내에는 기

(규칙 제42(d)조) 그러나 도면에 사용
되는 참조는 열거되지 않을 수 있다.

타의 주석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도면은 규칙에 의해 특정 형식(즉

다만, 공정도, 블록도와 같은 도면은

도면이 그려지는 용지의 크기, 용지의

그 블록 내에 필요한 문자 또는 기호

종류, 마진 및 도면을 작성과 관련한

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일 것이 요구된

제2장 2.3)

다. 특허청은 더 이상 도면을 공식 또
는 비공식으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도

○전리법 실시세칙 제19조

면이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여러 개의

도면이 읽기 쉬우며 공고 목적으로

도면을 1장의 지면에 도시할 수 있으

재생 가능한 경우 도면은 초기 특허

며, “도1, 도2......”의 순서에 따라 번

심사청에

호를 매겨 배열한다.

의해

수리된다.

MPEP

608.02(b)를 참조.

② 도면의 크기 및 선명도는, 그 도면
을 3분의2까지 축소했을 때 여전히
뚜렷하게 도면의 각 세부사항을 분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
자부분 중 언급되지 않은 도면부호는
도면에 도시할 수 없고, 도면에 나타
나지 않은 도면부호는 설명서의 문자
부분 중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
원서류 중 동일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도면부호는 일치해야 한다.
④ 도면에는 필요한 용어를 제외하고,
다른 주석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칼

○도면은 발명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

○첨부도면은 공정 설계도나 사진을

라 사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 만큼의 그림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전리심사지침 제1

안 된다.

부 제2장 7.3)

○발명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도면이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사진으로
실시예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도면에 나타내는 대상이 현미경 사

있는 경우 이들을 표현한 사진으로

진, X선 사진, 결정 구조 등을 나타내

도면을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법에 따

진은 명료한 것으로 공보에 게재할

라 작성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칼라

문에 그 사진이 도면을 대신할 수 있

사진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또한 색채 사진은 심사에 참고가

한다. (심사지침서 4121)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
는다. (방식심사 편람 24.1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진이 다

○사진은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

○일반적인 상황은 사진을 사용하여

른 방법으로 표시될 수 없는 정보(예

원에 있어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도면으로 삼을 수 없으나 특수

를 들면 마이크로 사진)를 포함하는

사진이 청구된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상황하에서, 예를 들면 금속 결정 구

경우 사진은 허용된다(가이드라인 C-

유일한 실제적인 매체인 경우 관청은

조 혹은 조직 세포를 나타내고자 하

II 5.3)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

는 경우 사진을 사용하여 첨부도면으

서 사진을 허용한다.

로 할 수 있다. (전리심사지침 제1부

37 CFR 1.84(b)를 참조.

제1장 4.3)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수적인 기술
적 특징은 사진상에서 구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잉크 도면 대신에 제출되는 흑백
사진은 37 CFR 1.84(b)를 충족하여
야 한다. 수리 가능한 이 사진은 일반
적으로 사진 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는 인화지 위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하얀 색조
의 매끄러운 표면의 두꺼운 종이.
○1매의 도면을 만들기 위해 몇 매의
사진이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사진은
1매의 종이 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즉
현상되지 않으면)안 된다.
MPEP 608.02 부항 VII 참조.
○특허 출원이 이미지 포대(IFW) 출
원인 경우 사진은 스캐닝에 의해 정
확하게 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사진은 인공물(artifacts)로서 다루
어지며 인공물 홀더 내에 유지될 수
있다.
○통상의 특허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의 칼라 도면 또는 칼라 사진의
한정된 사용은 37 CFR 1.84(a)(2) 및
(b)(2)에 규정되어 있다. 청원서가 제출
되고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라
도면 또는 칼라 사진은 통상의 특허 출
원 및 디자인 출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 출원인은 칼라 도면 또는 칼라 사
진의 수리를 요청하면서 수수료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도면
또는 칼라 사진은 3부 제출되어야 한
다. 청원서는 특허심사 책임자에 의해
판단된다. MPEP 608.02 부항 VIII를
참조.

항목 및 부항목
5.

요약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요약서는 양식 제31에 따라 작성되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야 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특허법 제42조 제2항)
○요약서에는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용도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개요 및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

특허 공보에 게재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특허법 제43조)

제36조 제7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요약서에만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할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타출원의 지위

때 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의 기재를

를 가질 수 없으며, 보정에 의하여 명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법 제

세서에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70조 제3항)

다. (심사지침서 4105)
○출원서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서에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
은 경우 출원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한 요약서가 요약서 작성방법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13호의 서식의
요약서 작성방법) 등에 의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특허법 제
46조에 의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
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출원절차
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요약서가 잘
못된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이나
제4항에 의한 기재불비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서는

(심사지침서 4105)

안

된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대한

요약서는

중국 특허청

○요약서는 단순히 기술적 정보로서

○개시에

35

만 사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해, 특히

U.S.C.11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특허

보호범위를 해석할 목적으로 또는 저

목적으로 명세서의 일부로서 해석되

하는 경우, 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

촉 출원간의 구별 목적으로 고려될

고 있다. In re Armbruster, 1 85

명과 그 요약 및 청구범위 등의 서류

수 없다.(제85조).

USPQ 152(CCPA 1975)

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의 명칭을 나타내야

○요약서에 관한 요건 및 가이드라인

○전리법 실시세칙 제24조

한다. 요약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도

은 각각 37 CFR 1.72(b) 및 MPEP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요약은 특

면에 포함된 개시에 대한 간결한 요

608.01(b)에 규정되어 있다. 37 CFR

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공개하

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요약은 발

1.72(b)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는 내용의 개요를 기재해야 한다. 즉,

명이 관련된 기술 분야를 기재하여야

○전리법 제26조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하고자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과 해당 기술

하며, 기술적 문제점, 발명에 의한 그

○명세서에 기재된 개시에 대한 간단

분야를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요지 및 발

한 요약서는 별도의 용지에, 바람직하

술적 과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

명의 주된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게는 청구범위 다음에「요약서」또는

술적 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요약서는

「개시에 대한 요약서」의 표제하에

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출원에 포함되는

기재되어야 한다. 요약서의 목적은 특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요약은 발

화학식 중 발명을 가장 특징짓는 화

허 상표청과 및 공중이 일반적으로

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공

학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명의 장

간단한 조사시에 기술적 개시의 성질

식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이 있는 경

점, 가치 또는 이에 대한 추측적인 형

및 요점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

우, 당해 발명 또는 고안을 가장 잘

태에 관한 기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록 하려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을 제공해야 한
다. 도면은 4㎝× 6㎝로 축소하였을

○요약서는 특정 기술 분야의 조사

○요약서의 내용은 특허 문헌에 익숙

때 도면 중의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이루도

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가 기술적

분별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요

록 작성되어야 한다. 당해 유럽 특허

개시에 의해 커버되는 주제의 특징을

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출원에 대한 새로운 참조가 필요한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없다. 요약에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

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용할 수 없다.

○요약서는 특허에 대한 기술적 개시

○요약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공

에 대한 간결한 진술로 구성되어야

개한 내용의 요약으로서 단지 일종의

○출원인에 의해 제출되는 요약서는

하며, 발명이 관련된 기술 분야에 있

기술정보에 불과하며 법률효력을 가

단순한 제안사항으로 간주되며 서치

어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지 아니한다.

약서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제47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관에 의해 보정될 수 있다. 실제
로 이 보정은 드물다.

요약서의 내용은 발명 또는 고안의
○화학 특허와 관련하여, 합성물 또는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속하지

화합물의 경우 합성물 또는 화합물의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요약서의 최종 버전은 서치 리포트

일반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근거로 할 수

와

심사관은

「합성물은 알킬·스르호닐 요소군으

없으며, 전리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WIPO 기준 ST. 12에 포함된 체크리

로 이루어지며, 경구용의 항당뇨병약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스트를 사용하여 특허 문서의 요약서

으로서 유용하다」와 같이 그 사용을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2.4)

의 작성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여야 한다. 종에 대한 예시는

위반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분류의 멤버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 B-XI 5 및 부속서)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예가 필요한 경

함께

마련된다.

이때

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일의 예
○일단 발행되면, 발행된 특허 내용이

에 의해 예시함으로써 타입 반응, 물

특허출원의 내용과 사실상 다른 경우

질 및 처리 조건이 기술되어야 한다.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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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개시 요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특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

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중에서도 특

(심사지침서 2109)

히 발명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특유한

특허청구범위의 요건
(1) 컴퓨터 프로그램 기탁

일본 특허청

판단, 취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심사기준 VII－1
1.1)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
(1)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순
서」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순
서」를 특정함으로써「방법발명」(「물
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다)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수
행하는 복수의 기능에 의해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기능에 의해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라고 할지라도 요약서는 수정되지 않

○요약서는 보고 형식이어야 하며, 일

는다(가이드라인 C-II 2) 요약서는 특

반적으로 50 내지 150 단어의 범위

허 명세서와 함께 재발행되지 않는다.

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정되어야 한

중국 특허청

다. 요약서는 15행을 넘지 않는 텍스
트로 기재한다. 프린터에 의해 컴퓨
터·테이프상에 요약서용으로 제공되
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
행을 넘는 텍스트 요약서는 길이에
있어서

150어를 넘지 않는지가 확인

되어야 한다. 요약서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첫 번
째 통지서에서 또는 그전의 결함이
발견된 심사 시점에 출원인에게 결함
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PC는 명세서가 서면으로 행해질

○USPTO의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

○컴퓨터프로그램

것을 요구하지만 규칙 제30조 내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관련

제34조에 근거한 미생물에 관해서는

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의 관리

기재요구조건은 다른 기술분야에 있

예외가 인정된다. 단순히 컴퓨터프로

또는 내부 조작을 제어하기 위해 또

어서 특허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램을 기탁함으로써 개시를 가능하

는 컴퓨터가 외부 장치의 동작을 지

및 청구범위의 기재요구조건과 원칙

게 하는데 대한 예외는 존재하지 않

시시키기 위한 플랜, 루틴 또는 명령

적으로 동일하다.

는다. 컴퓨터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한

세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을

5.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특별한 케이스에 있어서 발명의 유일

포함한 몇 가지의 통상적인 형식 또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의 발

한 개시로서 프로그램 언어로 개재된

는 실시 형태를 이룬다:

명의 상세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리스팅에 의존할 수 없다.

(a) 전기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기술방안을 기재하는 이외에,

다른 기술 분야에서와 같이 명세서는

(b)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 및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설계구상과 그

실질적으로 통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c) 컴퓨터 프로그램 플로우 차트

기술특징 및 기술효과를 달성하는 실

기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의 제출

시방식을 반드시 명료하고 완전하게

명이 특정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전

에 대한 사항은 37 CFR 1.96에 규정

기재하여야

문가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인

되어 있다. MPEP 608.05(a)를 참조.

주요기술특징을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는 당업자에

규칙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컴퓨터

기재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해 이해되도록 플로우 차트 또는

프로그램 리스팅은 적절한 순서로 지

도면에는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주요

이해를 돕는 그 외의 보조물을 첨부

시, 루틴 및 컴퓨터에 대해 프로그램

플로우차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명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그 외의 내용을 열거하는 프린트 아

의 상세한 설명에는 사용한 컴퓨터프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을 짧게 발췌하

웃을 의미한다. 리스팅은 문제해결,

로그램의 플로우차트를 기초로 하여

는 것은 발명의 실시 형태를 예시하

컴퓨터내의 작업의 흐름을 규제하거

플로우차트의 시간순서에 따라 자연

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허용된다. 컴

나 희망하는 제어 또는 감시 과제를

언어로써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단

한다.

특허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명료하고

완전하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또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a)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읽기가
가능한 기록 매체 또는 기록된 데이
터의 구조에 의해 컴퓨터가 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 읽기가 가능
한 기록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
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b) 컴퓨터가 수행하는 복수의 기능을
특정하는「프로그램」은 「물건의 발
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심사기준 VII－1 1.1.1)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언어로 쓰여
진 짧은 프로그램 리스트로서, 충분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어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
에 기재할 수 있다.(프로그램리스트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참고자료의 기재에 근거하여 명세서
를 보정할 수 없다.) (심사기준 VII－1
1.2.2(3))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상세한 사항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기계 또는

계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 컴

에 대해서는 3극 프로젝트에 관한 보

기계 의존(오브젝트 또는 소스) 프로

퓨터프로그램의 주요기술특징에 대한

고서 12.5도 참조한다.

그램 언어로 된 것일 수도 있다. 컴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는

터 프로그램 리스팅의 개요는 명세서

해당 기술분야의 보통기술자가 발명

에 기재되며 이때 컴퓨터 프로그램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플로우차트

리스팅은 명세서의 부속물인 컴팩트

및 그 설명에 따라 그 기술효과를 달

디스크상에 직접적으로 또는 컴퓨터

성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 리스팅으로 나타낼 수 있으

을 자체적으로 코딩할 수 있을 정도

며, 인용에 의해 명세서에 삽입된다.

로 하여야 한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발명

여 필요 시, 출원인은 관용적인 표기

의 충분한 개시 요건은 특허를 받으

성 프로그램언어로써 참고용으로 중

려고 하는 모든 발명에 대한 요건과

요 부분의 컴퓨터소스프로그램을 간

동일하다. 즉 적절히 작성된 명세서가

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

있어야 하며, 당초의 개시는 당업자가

터소스프로그램 전부를 제출할 필요

청구된 발명을 실시하고 사용하는 것

는 없다.

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5.2 청구범위의 기재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모드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의 청

제시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례에 있어

구범위는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할 수

서의 개시의 충분성 문제는 컴퓨터의

도 있고 제품 청구항 즉, 그 방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관계

실현하는 장치로 작성할 수도 있다.

및 상호의존에 의해 개시된 하드웨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한 청구항이든 모

뿐만 아니라, 개시된 소프트웨어의 충

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

분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된다.

되어야 하며, 반드시 전체적으로 그

개시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

발명의 기술방안을 반영하고 기술문

드라인은 MPEP 2106.01에 나타나

제를 해결하는 필수 기술특징을 기재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컴퓨터프로그

컴퓨터프로그램을

발명을

램이 구비한 기능 및 효과만을 개괄

청구하는 방법은 모든 다른 발명과

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똑같이 35 U.S.C. 112 제2항에 의해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방

규율된다. 청구항은 발명을 정확하게

법순서의 절차에 따라 그 컴퓨터프로

정의하여야 하며, 명세서는 청구항에

그램의 각 기능 및 그 기능이 완성되

기재된 기능을 실행하는 요소의 조합

는 방법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장치 청구항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행 이하의 프린트 아웃 상에 포함

는 그 장치의 각 구성부분 및 각 구

된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은 (37

성부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CFR 1.52에 따라) 명세서의 일부로

하고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각 기능이

서, (37 CFR 1.84에 따라) 도면으로

어떤 구성부분에 의해 완성되고 어떻

서 또는 (37 CFR 1.52(e)에 따라) 컴

게 완성되는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팩트(Compact) 디스크로 제출될 수

만약 모든 컴퓨터프로그램 프로세스

있다. 301행 이상의 프린트아웃 상에

를 근거로 하여 그 컴퓨터프로그램

포함된

리스팅은

프로세스의 각 절차와 완전히 대응

(37 CFR 1.96(c)에 따라) 컴퓨터 디

일치하는 방식 또는 그 컴퓨터프로그

스크 상에 ASCII 파일로 제출되어야

램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방법 청구항

한다. 300행을 넘는 컴퓨터 프로그램

과 완전히 대응 일치하는 방식에 따

컴퓨터

포함하는

프로그램

항목 및 부항목

(2) 화학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화학물질의 발명에서 청구항이 화

○화학물질 발명의 경우에 화학물질

학물질 명 또는 화학구조식에 의해서

그 자체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 구조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만, 화학

식에 의해 나타나 있으면 통상 발명

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식으로 특정(特

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

된다. (심사기준 I－1 3.2.1(2)①)

적 성질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며,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의해서도 특정

○(화학물질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부

서,) 기능·특성 등으로 특정된 것 중,

가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조 방법이 기재된 것(····) 이외의 물

제조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

에 대해 당업자가 기술 상식을 고려

침서 4130)

하여도 어떻게 만들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심사기준 I－1 3.2.1(2)
② 제3단락)
○화학물질의 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정의 용도
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 I
－1 3.2.1(2)③ 제2단락)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리스팅은 특허출원 공개, 특허 또는

라 장치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 즉 이

법정 발명 등록에 인쇄되지 않는다.

러한 장치 청구항의 각 구성부분이

37 CFR 1.96(c)을 참조.

그 컴퓨터프로그램 프로세스의 각 절
차 또는 그 방법 청구항의 각 절차와
완전히 대응일치하는 경우, 상기 장치
청구항의 각 구성부분은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각 절차 또는 그 방법의
각 절차에 반드시 설치하는 기능 모
듈을 실현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성능모듈에 의해 제한되는 장치 청구
항은 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재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해결방안
을 실현한 기능모듈 프레임으로 이해
하여야 하며, 주로 하드웨어방식으로
그 해결방안을 실현하는 실체적인 장
치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9장 5)

○개시 및 청구항의 요건은 모든 기

○USPTO의 화학 특허 실무는 일반적

○화학제품은 화합물, 조성물 내지 구

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미생

으로 기계 혹은 전기 관련 사항에서

조 및/또는 조성을 사용하여 명확하

물의 기탁은 예외이다. EPC는 이점에

고려되지 않는 문제 또는 적어도 이

게 서술할 수 없는 화학제품을 포함

있어서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에 따

들과 같은 정도 혹은 빈도로 고려되

한다.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화

라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는다. 그러

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제품 자체일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

나 청구항 작성요건 또는 개시 요건

일반적으로 마쿠쉬 그룹으로 불리며

한 설명에 화학제품의 확인, 화학제품

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화학분야

허용 가능한 하나의 선택적 표현 형

의 제조 및 화학제품의 용도를 기재

에 특유하며 이점에 대해 언급하는

태는「 A, B, 및 C로부터 이루어지는

하여야 한다.

것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있는 것과

(1) 화학제품의 확인

사실이다. 아래에 가장 관련된 사항이

같이 구성요소를 기재한다. 마쿠쉬 형

화합물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급된다.

식 하에서는 금속, 난용성 물질, 세라

그 화합물의 화학명칭 및 구조식(각

(i) 특허 출원이 새로운 화합물에 관

믹, 제약, 약물 및 생물의 분야의 발

종 관능기, 분자입체구조형 등 포함)

한 것인 경우 그 사용 또는 효과를

명이 가장 빈번하게 청구되지만 단순

또는 분자식을 설명하여야 하고, 화학

명세서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한가?

한 기계적 특징 또는 방법의 스텝도

구조의 설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

이것은 개시에 대한 이유를 위해서는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를 사용하여 청

자가 그 화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될 수 있다. 마쿠쉬 실무는 어떤 종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하며, 발명이

선행기술의 화합물과 비교하여 청구

류의 지정된 재료 또는 스텝으로 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와 관련된

된 화합물의 진보성을 확립하기 위해

루어진 그룹으로서 표현되는 속을 청

화학, 물리성능계수(예를 들면, 각종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구하기 위해 이용된다(제3항(3)(g)를

정성 또는 정량수치 및 표)를 기재하

(ii) 출원일 후의 개시의 보정

참조). 종에 대한 개시에 근거한 총괄

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화합물을 명

명세서를 보정하여 예를 들면 기술

적 청구항에 대한 뒷받침은 청구의

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준, 발명의 효과, 속성, 새로운 예

범위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실시

(2) 화학제품의 제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화학물질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통상 한 가
지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요하
다. (심사기준 I－1 3.2.1(5) 제3단락)
(5) 청구항이 마쿠쉬 형식이고,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선택사항에
포함된 일부 선택사항에 대한 실시
형태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실시 형태의 기재에 근거하
는 것만으로는 당업자가 명세서, 도면
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
거하여 다른 선택사항에 대해 실시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
에는 이러한 실시 형태의 기재만으로
는 청구항의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설
명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심사기준
I－1 3.2.1(6)③)

(3) 미생물 공학

○특허법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특허청구범위

①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유전자, 벡터, 재조합 벡터, 형질 전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환체, 융합 세포, 재조합 단백질, 단

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

일 클론 항체에 관한 발명에 있어 청

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관한부

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1) 유전자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①유전자는 염기 서열에 의해 특정하

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

여 기재할 수 있다.

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

②구조 유전자는 당해 유전자에 의해

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코드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에 의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또는 다른 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이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다(제3항(4)을

학제품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러한 보정이 유리한 점을 포함하도록

참조).

최소한 하나의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출원인이 그

야 하며, 상술한 방법을 실시하는데

보정이 당초의 개시로부터 직접적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문제는 화학

사용되는 원료물질, 제조공정 및 조

며 임의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

중간체를 포함하는 화학물질, 발명이

건, 전용설비 등을 설명하여 당해 기

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정

제조 과정에 있는 생산물의 가용성,

술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은 제123(2)조에 위반되기 (아래의

약물의 가용성과 투약량을 확립하기

하여야 한다. 화합물발명은 일반적으

7(1)을 참조) 때문에 이러한 보정은

위해 필요한 시험의 종류와 관련하여

로 제조 실시예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3) 화학제품의 용도 및/또는 사용효과

제출된 새로운 주제는 파일 내에 포

있다. (제3항(3)(viii)을 참조). 명확할

화학제품발명은 그 제품의 용도 및/

함되어 진보성을 확립하기 위한 증거

것을 조건으로 물질은 그것을 만드는

또는 사용효과를 완전히 공개하여야

가 될 수 있다.

방법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 화합물

하며, 비록 최초로 만든 화합물이라도

(iii) 파라미터에 의한 정의

의 경우에 빈번하게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하나의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명세서 또는 청

출원인의 생산물이 생산물 청구항에

만약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선행

구항에서 발명을 정의할 수 있다. 그

의해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기술에 근거하여 발명이 용도 및/또

러나 이것은 발명이 그 외의 방법으

제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기재하는

는 사용효과의 실현을 예측할 수 없

로 적절히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조 방법에 의해 정의된 생산물 청

는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정된다. (가이드라인 C-III 4.11) 당

구항을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기

해 기술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파라미

2113)

기재할

수

있다.

(MPEP

술방안이 상술한 용도 및/또는 예기

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된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 정성 또는

iv) 넓은 청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량 실험수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새로운 증거의 요구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원칙적으로 심사관은 명세서가 청구

한다.

항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새로운 의약화합물 또는 약물조성물

고 생각하는 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은 그 구체적인 의약용도 또는 약리

에만 넓은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추가

작용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유효량

증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관이 자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

신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사지침 제2부 제10장 3)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이유는
특정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술 분야에서는 차이는 주로

(a) 개론

○미생물은 세균, 방선균, 진균, 바이

명세서 대신에 미생물의 기탁을 인정

마이크로

분야에

러스, 원생동물, 해조류를 포함한다.

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있어서의 개시 및 청구 요건은 위의

미생물은 동물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제1항내지 제3항에 나타난 요건과 일

아니라 식물의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

○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는 일반적

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성질

하므로, 미생물은 전리법 제25조제1

인 정의를 규율하며, 어느 생체학적/

때문에 의해 특수한 상황을 만나며

항제4호에서 열거한 사항에 속하지

생물학적 물질이 특허성으로부터 배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으로 대처되어

아니한다.

제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어떠한 기술적 처리를

○규칙 제30(1)조는 뉴클레오티드 또

미생물 발명에 대한 개시는 명세서와

미생물은 과학발견에 속하므로 전리

는 아미노산 배열에 관한 출원 요건

실시 가능성 양쪽 모두에 독특한 문

권을 수여받을 수 없다. 미생물이 분

바이오테크놀로지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

일본 특허청
해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페스트조약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

③유전자는「결실, 치환 혹은 부가」,

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

「하이브리다이즈」 등의 표현 및 당

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해 유전자의 기능, 또한 필요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원·유래 등을 조합하여 포괄적으로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기재할 수 있다(다만 발명이 명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

것과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할 수 있다.

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

④유전자는 그 기능, 이화학적 성질,

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 출

기원·유래, 제법 등으로 특정하여 기

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

재할 수도 있다(다만 발명이 명확할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

것과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2) 벡터

○특허법시행령 제3조((미생물에 관계

벡터는 DNA 염기 서열, 개열지도, 분

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자량, 염기쌍의 수, 채취원, 제법, 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

능, 성질 등에 의해 특정하여 기재하

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

여야 한다.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

(3) 재조합 벡터

재함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본문의

재조합 벡터는 유전자와 벡터의 적어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

도 하나를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4) 형질전환

명칭․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제2조

형질전환체는 ①숙주 ②도입유전자(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

는 재조합 벡터)중 적어도 어느 하나

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

를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다만 발

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명이 명확할 것과 실시가능요건을 충

(특허법시행령 제3조)

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
한다).
(5) 융합세포

○특허법시행령

제4조(미생물시료의

융합 세포는 사용된 친세포, 융합 세

분양)

포의 기능·성질, 융합 세포의 제법 등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

에 의해 특정해 기재할 수 있다.

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

(6) 재조합 단백질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①재조합 단백질은 아미노산 배열 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는 이 아미노산 배열을 코딩하는 구

탁기관

조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의해 특정하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여 기재할 수 있다.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

②재조합 단백질은「결손, 치환 혹은

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

부가된」 등의 표현 및 당해 재조합

된 경우

단백질의 기능, 더욱 필요에 따라 당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

해 재조합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항 및 법 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의 기원·유래 등을 조합하여 이하와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다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 발명이 명확할 것 및 실시가능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을 규정한다. 유럽 특허출원에 뉴클레

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명

리를 거쳐 순수배양물이 되어 특정한

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배열이 개시된

세서 중에 간략하게 기재된 문헌은

공업용도를 가져야만 비로소 미생물

경우 명세서는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

특허가 부여됨에 따라 발명을 공중에

자체는 전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

노산 배열에 대한 표준 표현에 관해

맡기지 않고 특허 부여에 대한 대가

체에 속하게 된다. (심사지침 제2부

유럽 특허청장이 규정한 규칙에 준거

는 실현되지 않는다. 기계 또는 화학

제10장 9.1.2.1)

하는 서열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분야의 출원과 달리 당업자는 아무리
숙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만

○생물기술의

특정영역에서는

문자

○공중에 공개되지 않으며 유럽 특허

을 사용하여 미생물학적 발명을 재현

기재만으로 생물재료의 구체적인 특

출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하기 위해 필요한 출발 물질을 용이

징을 기술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설사

물질은 공인기탁기관에의 기탁에 관

하게 입수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술되어 있다

한 정보가 기한 내에 제공되는 경우

이것은 미생물이 새롭게 이용 가능하

하더라도 생물재료 자체를 획득할 수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제31조).

지 않은 경우에 특히 사실이다. 새로

없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운 미생물과 그 분리 방법에 대한 명

여전히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이

○이 규정에 근거한 관련 정보는 생

세서는 재현성을 고려하여 미생물을

러한 경우에, 전리법 제26조제3항의

물학적 물질의 분류와 공지의 생물학

실행자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다.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규정에

적 물질과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

따라 관련된 생물재료를 국가지식산

를 위해 출원인은 이용 가능한 범위

기탁 절차는 특허 명세서를 보충하고

권국이 인가한 보관단위에 보관하여

내에서 형태학적, 생화학적 특징과 제

그것을 실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야 한다.

안된 분류학적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

존재한다. In re Argoudelis를 참조.

만약 발명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경우 이것은 관련된 표준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은 아래의 제6

사용하여야 하는 생물재료를 공중이

문헌에 따른 실험을 통해 제공되어야

항(3)(b)

얻을 수 없음에도 출원인이 전리법실

한다. 박테리아를 특징짓기 위해 예를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의 개시

시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을

들면

관련

표준

Buchanan,

N.

작업은

A. 발명에 사용된 미생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Gibbons：

(a) 발명에 사용된 미생물을 청구항에

보관을 하였으나 출원일 또는 적어도

Bergey‘s Manual of Determinative

서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분류 단위

출원일로부터 4월 내에 보관단위가

Bacteriology (버기의 확정적 세균학

가 이용되어도 발명에 사용된 주의

발행한 보관증명 및 생존증명을 제출

매뉴얼)일 수 있다. 생물학적 물질 또

예(예를 들면, 흑색 아스페르길루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는 매체에 대한 약어는 출원인이 추

FERM P-A)를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

출원이 전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것보다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발명에 사용된 미생물을 당업자가 용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출원

이에 따라 피하거나 적어도 한 번은

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탁된

을 거절하여야 한다.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가 출원시의

공중이 획득할 수 없는 생물재료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에 사

관련된 전리출원은 청구서 및 발명의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정보는 특히

용된 미생물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사

상세한 설명에 생물재료의 분류명칭,

생물학적 물질이 수정되는 경우 생물

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미생물의 공

라틴어학명, 그 생물재료견본을 보관

학적 물질, 예를 들면 적절한 매체(합

급원(예를

한 단위의 명칭, 주소, 보관일자 및

성 성분)의 인정 그리고 보급과 관련

경우 공급원, 그 회사명 또는 등록상

보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된 모든 새로운 특정 형태학적 또는

표, 또한 보관된 미생물의 경우 보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최초로 그 생

생리학적 특징에 관해 제시되어야 한

기관 및 주의 보관 번호)도 출원시

물재료를 언급할 때에 그 생물재료의

다.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

분류명칭, 라틴어학명 외에, 그 보관

E.

R.

E.

들면 시판하는 미생물인

예로 개시된 모든 미생물에 대해 그

일자, 그 생물재료견본을 보관한 보관

○그 자체를 복제할 수 없지만 생체 시

수입 번호 또는 공급원을 기재하여야

단위의 전체 명칭 내지 약칭 및 보관

스템으로 복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물

한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생

질(예를 들면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b)발명에 사용된 미생물이 주인 경우

물재료의 보관일자, 보관단위의 전체

핵외 유전자, 매개 동물 또는 유리형

그 주의 특징 및 당해 주와 같은 종

명칭 내지 약칭 및 보관번호를 발명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

건을 충족시킬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

유의한다).

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조합 단백질은 그 기능, 이화학적
성질, 기원·유래, 제법 등에 의해 특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의2(핵산염기

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다만, 발명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이 명확할 것 및 실시가능 요건을 충

특허출원)

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 서열목록을 기재한 명세서의 제출

(7) 단일 클론항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단일 클론항체는 단일 클론항체가

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

인식하는 항원, 단일 클론항체를 세균

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

이 고분자물질을 생합성하는 잡종세

칙 제10호 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포, 교차 반응성 등에 의해 특정하여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

기재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한 서열목록을 기재한 명세서

(i) 유전자, 벡터 또는 재조합 벡터 이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

러한 제조 방법으로서는 각각의 기원·

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서면으로 특

유래, 사용하는 벡터 등의 입수수단,

허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효소,

3.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

확인수단 등을 기재한다. 청구항에 유

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

전자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

는 진술서(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 경

우 그러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 당업

우에 한한다)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2)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의 취급

시행착오나 복잡고도한 실험 등을 실

명 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

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업자가

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발명의 상

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

세한 설명이 기재된 것으로 되지 않

출된 것으로 본다.

게 된다.

처리조건,

채취·정제공정,

(3) 서열목록의 보정
서열목록의 보정은 상기 (1) 및( 2)규

예를 들면, 실제로 취득된 유전자 및

정을 준용한다.

이에 대해 현저하게 상동성이 낮은

*세부사항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

유전자를 포함하거나 또한 기능에 의

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

해 특정되고 있는 청구항에 현저하게

열목록작성 및 제출요령 참조(특허청

상동성이 낮은 유전자 중에 실제로

고시 제99-6호).

취득된 유전자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
지 않는 유전자가 다수 포함된 경우
그러한 유전자 중에서 취득된 유전자
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을 선택
하기 위해서는 통상 당업자에게 기대
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고도한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업자가 그 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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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혹은 RNA)이 기탁되는 경우 위에

의

공지의 종과의 차이(미생물학적

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분으로 하여

서 언급한 이러한 생체 조직에 대해서

속성 및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

도면설명에 상당하는 위치에 집중하

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숙주 세포 또

요가 있다.

여 기재하여야 한다.

는 헬퍼·바이러스 등 충분히 설명할 수

(c) 발명에 사용된 미생물이 알려져

출원인이 제때에 전리법 제25조의 규

없거나 또는 공중에 일반적으로 공개되

있는 주 또는 변이주인 경우, 그 알려

정에 부합되는 청구서, 보관증명 및

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생물학적 물질이

져 있는 종을 개시하는 문헌을 표시

생존증명을 제출하였으나, 발명의 상

요구되는 경우 이 물질도 기탁되어야

하고, 그 과학적 명칭과 발명에 사용

세한 설명에 보관과 관련된 정보를

하며 적절히 특징지어져야 한다. 또한,

된 그 미생물이 알려져 있는 주 또는

기재하지 않았다면, 출원인이 실질심

이 생태 조직 내의 생물학적 물질의 생

변이주로서 식별되는 이유를 설명할

사단계에서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관

성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이드라

것이 필요하다.

련된 정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 C-II 6)

(d) 발명에 사용된 미생물이 새로운

보충하도록 허락한다.

종인

경우(주로서 표현되는 경우를

(2) 전리법실시세칙 제25조에서 설명

○이미 기탁되어 있는 생물학적 물질

포함한다.) 당해 미생물의 분류학적

한 ‘공중이 획득할 수 없는 생물재료’

이 공인기탁기관으로부터 이용할 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는 개인 또는 단위가 보유, 비전리절

없게 된 경우 그 물질의 새로운 기탁

그 현미경 사진 또는 전자현미경 사

차의 보관기구가 보관하여 공중에 공

이 공인기탁 당국에 행해지면 이용

진을 명세서에 첨부하여 그 미생물이

개적으로 방출하지 아니한 생물재료

가능성의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새로운 종으로서 인정되는 이유를 명

를 포함한다.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

되지 않는다. (규칙 제33조).

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명에 그 생물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새로운 종과 종래의 유사종과의 차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기술분야의 기

○규칙 제32조 및 제33조는 청구가

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기초를

술자가 그 방법을 반복하여 그 생물

유럽 특허출원 공개일 전에 또는 후

두고 그 미생물이 새로운 종으로 인

재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에 행해졌는지에 따라 어느 조건에

정되는 문헌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다. 예를 들면 재현할 수 없는 선별,

근거하여 특허출원에서 인용된 기탁

있다. 더욱이 새로운 종은 국제명명법

돌연변이 등의 수단을 통하여 새로이

된 생물학적 물질이 청구에 의해 제3

규칙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

창조한 미생물 균종을 포함한다. 이러

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지

람직하다.

한 생물재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보

를 규정한다.

3. 최초의 기탁을 실시하는 시기

관하여야 한다.

37 CFR 1.804는 최초의 기탁을 실시

다음의 경우는 공중이 획득할 수 있

하는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기탁은

으며,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출원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

인정된다.

된다. 그러나 35 U.S.C. 112의 요건

(i) 공중이 국·내외 상업경로로부터

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생물학적 물

구매할 수 있는 생물재료는 발명의

질의 기탁은 특허 출원일 전 또는 37

상세한 설명에 구매경로를 명기하여

CFR 1.809의 조건의 대상이 되는 출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일(우선권

원 계속 중의 어떤 시점에서도 실시

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 전에 공중

할 수 있다. 35 U.S.C. 112의 요건을

이 구매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생물재

만족하기 위해 기탁이 필요하며 또한

료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계속 중에 기탁하는 경우 특허
결정·지불

(ii) 각국 전리국 또는 국제전리조직

수수료 통지가 우송되는

이 승인한 전리절차에 이용되는 보관

시점에서 심사관에 의해 설정된 기간

기구가 보관하고 동시에 중국에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MPEP 2406

한 전리출원의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을 참조.

경우에는 우선일) 전에 이미 전리공

최초의 기탁이 특허 출원의 유효한

보에 공개하거나 이미 전리권을 수여

제출일 후에 행해지는 경우 출원인은

받은 생물재료

(그 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에서 특정

(iii) 전리출원 중에 필수적으로 사용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ii) 형질전환체
형질전환체의 제조방법으로서는 도입
된 유전자 또는 재조합 벡터, 숙주(미
생물, 식물, 동물), 유전자의 도입방
법, 재조합 벡터의 도입방법, 형질전
환체의 선택적인 채취방법, 확인수단
등을 기재한다.
(iii) 융합세포
융합세포의 제조방법으로서는 친세포
의 예비처리, 융합조건, 융합세포의
선택적인 채취방법, 확인수단 등을 기
재한다.
(ⅳ) 재조합 단백질
재조합

단백질의

제조방법으로서는

재조합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발
현에 사용하는 벡터, 숙주 등의 입수
수단, 유전자의 숙주에게로의 도입방
법,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체로부
터의 재조합 단백질의 채취·정제공정,
재조합 단백질의 확인수단 등을 기재
한다.
(ⅴ) 단일 클론항체
단일

클론항체의

면역원의

제조방법으로서는

입수·제조수단,

면역방법,

항체생산 세포의 선택 채취방법, 단일
클론항체의 확인수단 등을 기재한다.
(ⅵ) 미생물 등의 기탁(아래의 「미생
물의 기탁 및 분양」참조)
(a) 미생물 등(여기서 「미생물 등 」
에는 미생물, 식물, 동물이 포함된다.)
으로부터 제조되는 유전자, 벡터, 재
조합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재
조합 단백질, 단일 클론항체 등의 발
명에서는 당해 물을 당업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제조방법을 출원 당초
의 명세서에 기재함과 함께 그러한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미생물 등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미생물 등을 기
탁하여 그 수탁번호를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한다.
(b) 유전자, 벡터, 재조합 벡터, 형질
전환체, 융합세포, 재조합 단백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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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물학적 물질을 확증하는 위치에

된 생물재료가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신

경우에는 우선일) 전에 비특허문헌에

속하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공개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MPEP 2406.02를 참조.

에 문헌의 출처를 명기하고, 공중이
그 생물재료를 획득하는 경로를 설명

4. 기탁기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전리출원인이 출

기탁 기간은 기탁일로부터 적어도 30

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공중에게 생물

년의 기간과 기탁의 표본의 제공에

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

관한 가장 최근의 요청이 기탁국에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해 수리된 후 적어도 5년간의 기간

(3) 국가지식산권국이 인가한 기구에

을 정하는 부다페스트 조약의 요건을

보관한 생물재료는 그 단위가 생물재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30년의 기

료의 생존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

간이 특허의 17년 또는 20년의 기간

약 생물재료가 이미 사망, 오염, 비활

에 출소기한법을 포함하기 위한 기간

동 또는 변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년을 더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경

에는 출원인은 원래 보관한 견본과

우 새로운 요건은 불필요하다.

동일한 생물재료 및 원 견본을 동시
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전리

5. 특허에서의 기탁의 인용

국에 보고하면 후에 보관한 것을 원

명세서는 (a) 기탁의 수입 번호, (b)

래 보관의 계속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탁일, (c)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에

(4) 국가지식산권국이 인가한 보관단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또

위라 함은 부다페스트조약이 승인한

한 심사를 가능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생물재료견본국제보관단위를

설명 및 (d) 기탁국의 명칭 및 주소를

그에는 중국 북경의 중국미생물균종

포함하여야 한다. 37 CFR 1.809(d)

보관관리위원회보통미생물센터

를 참조.

(CGMCC) 및 무한의 중국전형배양물

Lundak에서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보관센터(CCTCC)가 포함된다. (심사

기탁국의 주소 및 기탁 번호는 신규

지침 제2부 제10장 9.2.1)

사항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삽입될
수 있다. 특허가 발행되면 명세서는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
움이 될 정도로 충분한 것이어야 한
다. MPEP 2411.05를 참조.
6.

일반의 이용 가능성

미국 특허가 부여된 시점에서 기탁에
관한 모든 제약은 회복되지 않도록
삭제된다. 37 CFR 1.808(a)(2). MP
EP 2410 및 2410.01을 참조.
7. 기탁의 가이드라인
기탁

규칙(37

CFR

1.801

내지

1.809)은 1990년 1월 1일에 발효되
었다. 기탁 규칙은 심사절차 및 기탁
이 요구되는 경우에 충족되어야 할

말하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일 클론항체 등의 발명에 있어서 당
해 물을 당업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된 유전자·벡터·재조합 벡터가 도
입된 형질전환체(재조합 단백질을 생
산하는 형질전환체를 포함한다), 융합
세포(단일 클론항체를 생산하는 잡종
세포를 포함한다.)를 기탁하고, 그 수
탁번호를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
한다.
(c) 한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클론 항체(예를 들면, 한정적인 결합
정수에 의해 항원 A에 대한 친화성을
특정한 단일 클론항체)를 생산하는 잡
종세포를 취득하는 것은 재현성이 없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적인 조
건을 만족하는 단일 클론항체와 관련
된 발명 및 단일 클론항체를 생산하
는 잡종에 관한 발명에서는 명세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잡종세포를 기탁하고, 그 수탁번호를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할 것이
필요하다.
미생물의 기탁 및 분양
미생물 자체의 발명 또는 신규 미생
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업자가 그 미
생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창제수
단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
라 미생물을 기탁할 필요가 있다. 특
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미생물의

기탁)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
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미
생물의 기탁에 있어서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이 조에 있어서
「조약」이라 한다.) 제2조(viii)의 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기탁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기탁이 어떠한 특정 세트의 사실에
근거하여 요구되는지에 대한 실체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기탁
규칙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
된 모든 출원에 대해 유효하며, 또한
그 중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재심사 요청된 모든 재심사 절차에
대해

유효하다.

MPEP

2402 내지

2411.05를 참조.
8. 기탁의 필요성
37 CFR 1.802(a)는 발명이 생물학적
물질인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질에
의존하는 경우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이 특허 출원에서 인용되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발명은 발명을 실시 또
는 사용하기 위해 바람직한 형태 또
는 대체 실시형태로서 생물학적 물질
에 의존할 수 있다. 기탁의 인용은 기
탁이 35 U.S.C. 112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명세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9. 그 외의 주제의 기탁
현행 USPTO 정책은 상기 (b)(2)에
특정된 주제에 대한 기탁으로 한정하
고 있다.
10. 기탁의 교환
37 CFR 1.805는 이전의 기탁과의 교
환 또는 그 보충을 위한 생물학적 물
질의 기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용
어「교환」은 하나의 기탁이 다른 기
탁으로 치환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가 부여된 후보
다 출원 계속 중에 더 큰 자유재량을
가질 수 있다. 교환은 통상 이전의 기
탁이 이미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에 발생하게 된다. 용어「보충」은 그
것이 생존하고 있고,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복제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전의 기탁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지
만 출원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제기탁국이 교부하는 조약에 근거한
제7 규칙의 수탁증 중

최신의 복사

본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2. 특허 출원 후에 전항의 미생

물의 기탁에 대해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경우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
권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신고는 특허출원에 대한 경우에는 양
식 제32에 의해, 국제특허출원에 대
한 경우에는 양식 제33에 의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미생물의
시료의 분양)
전조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
해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경
우 그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 i )그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을 때.
( ii )특허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의 내
용을 기재한 서면이 제시되고 경고를
받았을 때.
( iii )특허법 제50조(동법 제159 제2
항(동법 제17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16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
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미생물의 시료
의 분양을 받은 자는 그 미생물의 시
료를 제3자에게 이용시켜서는 안 된
다. (심사기준 VII－2 5.1)

7.

기타

(1) 신규사항/보정

○특허출원인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

의 범위를 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

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신규사항을 포함하는 보정)은 허용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는 품질(예를 들면 순도, 기능성)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MPEP
2407을 참조.

○출원인은 자신의 의사로 명세서, 청

○35 U.S.C. 132는 발명의 개시의

○전리법 제33조

구항 및 도면을 보정할 기회를 적어

보정에 의한 신규사항의 도입을 금지

출원인은 자신의 전리출원 서류에 대

도 1번 가진다. (제123(1)조)

하고 있다. 당초의 명세서, 청구항 또

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 및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

일본 특허청
되지 않는다.

면을 보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47조)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1) 신규사항의 해석

이란「당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당업자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

기재된 사항」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

기재가 없어도「당초 명세서 등의 기

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에 의

재로부터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
규사항이 아니다.

○보정된 사항이「당초 명세서 등의

여기서 자명한 사항이란 그 사항 자

기재로부터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없

수 있기 위해서는 당초 명세서 등에

으나 당업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에 접한

재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던 것

당업자이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추어 그 의미인 것이 분명하고 거기

(2) 판단대상

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대상은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

이해하는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며 이 중 어떤 곳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지·관용 기술에 대해서도 그 기술

(3) 비교대상

자체가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것만으

명세서 등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로는 이것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지 않으며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여 신규사항 추가여부를 판단한다.

당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한

국제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즉 당초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경우에는

명세서 등에 접한 당업자가 그 사항

기재된 사항 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름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

○당업자로부터 보아 당초 명세서 등

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의 복수의 기재(예를 들면 발명이 해

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 으로 한

결하려고 하는 과제에 대한 기재와

다(개정 특허법 제208조제3항).

발명의 구체적인 예의 기재, 명세서의

특허법 제20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

기재와 도면의 기재)로부터 자명한 사

정에 의하여 실체심사는 번역문에 의

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심사관은 번역

(심사기준 III－I 3) 또한 보정전의 특

문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신규사항의

허청구범위의 발명 중 거절이유 통지

추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

(4) 판단기준: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

한 판단이 나타난 발명과 거절이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결과가

통지 후에 보정된 발명이 동일하거나

신규사항 추가가 되는가의 여부는 보

또는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

가지지 않는 것에 의해 발명의 단일

항(판단대상)이 최초 명세서등에 기재

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하는 보

된 사항(비교대상)의 범위 안에 있는

정은 할 수 없다. (심사기준 III-I 3)

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 이란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의 특허청구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는 도면에 없는 사항은 통상 신규 사

실용신안등록 출원 서류의 보정은 최

○그러나 특허출원 또는(이의신청 절

항이다. 신규사항이 명세서에 도입되

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차에 있어서의) 특허는 제출된 출원

는 경우 그 보정은 35 U.S.C. 132에

기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

의 내용을 넘는 주제를 포함하도록

의해 이의가 제기되며 심사관에 의해

자인 출원 서류의 보정은 최초 도면

보정될 수 없다. (제123(2)조)

명확히 특정된 신규사항을 취소할 것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이 요구된다. 신규 사항이 청구항의

수 없다.

○이의신청 절차동안 주어진 보호를

일부가 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범

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신규 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최초 발명

123(3)조) 유럽 특허에 의해 부여된

이 당초의 출원시의 출원에 설명되어

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에 중에

보호가 확장되고 있는 경우 이는 취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청구

기재가 없던 기술 특징으로, 최초 발

소사유이다. (제138(1)(d)조) 그러나

항은 35 U.S.C.112, 제1항에 의해 거

명의 상세한 설명의 첨부도면에 기재

출원시의 출원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절되어야 한다.

된 내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할

기술적 특징을 배제하기 위해「일부

보정이 그것의 신규성, 유용성 또는

여지없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추

포기」를 사용하여 청구범위를 제한

비자명성에 공헌하지 않는 당초 출원

가하는 경우, 최초 발명의 상세한 설

하는 것은 그 일부 포기가 (i)제54(3)

에 개시된 특징의 기술적 개선에 대

명과 청구범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

조에 근거한 개시에 대해 신규성을

한 단순한 추가 내용을 포함하는 경

로 인정된다. (전리심사지침 제1장 제

회복하는 것；(ii)제54(2)조에 근거한

우 보정은 신규 사항을 포함하는 것

1부, 8.)

불측의 예측성(*)에 관해 신규성을 회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복하는 것； (iii)제52조 내지 제57조

최초로 제출된 출원에서 명시적으로

에 근거하여 비기술적인 이유에서 특

혹은 본질적으로 개시된 것을 단지

허성으로부터 배제되는 주제를 제거

명확화하거나 혹은 정의하는 보정, 또

하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3(2)조

는 도면 혹은 청구항에서 최초로 개

를 위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

시된 사항을 확인하는 보정에 의해

53(a)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사항이 도입되지는 않는다.

「인간 이외」의 삽입은 인정된다.

Litton Sys.,Inc. 대 Whirlpool Corp,

(*) 당업자가 발명을 행할 때 그것을

2 21 USPQ 97(연방 순회항소법원,

결코 고려하지 않을 만큼 그 예측성

1984년 )을 참조. 도면에 대한 신규

이 청구된 발명과 관계가 없는 경우

사항 보정은 통상 기입되지 않는다.

와 관계가 먼 경우 예측성은 불측이
다. 불측의 개시는 진보성 심사와는

○2004년 9월 21일 이후에 제출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청구된 발명의

출원에 대해 출원일에 존재하는 예비

교시와 아무 관계도 없다. 예를 들면

적 보정은 그 예비적 보정이 출원시

동일한 화합물이 다른 최종 생산물을

에 37 CFR 1.63에 근거하여 처음 실

낳는 완전히 다른 반응에 있어서 출

행된 선서 또는 선언에서 인용되는

발 원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이에

경우 그보정은 발명의 최초 개시의

상당한다. 그러나 그 교시가 발명으로

일부이다. MPEP714.01(e) 및 608.

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선행기술은 불

04(b)를 참조.

측의 예측성은 아니다. 개시를 무효화
시키는 신규성은 비교예라는 사실도

○신규사항이 명세서에 대한 보정으

「불측」상태를 실현하기에는 불충분

로 한정되는 경우 심사관의 취소에

하다. 그러나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일

관한 요구에 대한 검토는 청원서에

부 포기는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i) 비실시 형태를 배제하기 위해 또

사항이 청구항에 도입되거나 또는 청

는 불충분한 개시를 수정하기 위해

구항에 영향을 주는 경우, 따라서 35

청구된 신규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사항을 목적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외형상의 완전 동일을 말하는 것은

①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청구항의

아니며, 당업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삭제

기재로 보아 자명한 사항도 기재된

②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의 범위 안으로 간주한다.

의···발명과 보정 후의···발명의 산업

감축(····보정

전

상 이용분야 및 해결하려고 하는 과
신규사항 추가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

제가 동일한 것으로 한정된다. )

단 방법

③오기의 정정

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④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거절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유 통지와 관련된 거절이유에 나타난

또는 도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사항의 추가 여부판단의 기초로 사용

허법 제17조의2 제5항)

할 수 없다.
② 요약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사항 추가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초 명세
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은 신규사항을 추가
한 것으로 된다.
④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
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보정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
니다.
⑤ 명세서 및 도면 중에 상충하는 2
개 이상의 기재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지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올바른
기재로 일치시키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니다.
⑥ 도면이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에 근거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한사항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
항인 경우에는 그 보정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⑦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대상이 사
람인지 동물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 그 발명이 특정 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자명
할 때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
하기 위하여 한정하는 보정은 신규사

한정된다.) (특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행해지는 경우；

U.S.C.112 제1항에 근거한 거절을 필

(ii) 기술적으로 공헌하는 경우 인정되

연의 결과로서 수반하는 경우 이 문

지 않는다.

제는 심판대상이 되며, 그 신규 사항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일부 포기는 특

이 명세서에도 도입되고 있다고 해도

히 다음 상황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청원서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i) 그 제한이 진보성의 평가와 관련

MPEP 608.04(c)를 참조.

되는 경우；
(ii) 그렇지 않으면 저촉되는 출원에만
기초하여 인정되는 (제54(3)조) 일부
포기가 제54(2)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선행기술 문서에 대해 발명을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경
우 (이것은 청구된 발명의 불측의 예
측성은 아니다)；
(iii) 저촉되는 출원에 근거하여 일부
포기가 제83조에 근거한 부족도 제거
하는 경우 일부 포기는 신규성을 회
복하기 위해 또는 비기술적인 이유에
서 특허성으로부터 배제되는 주제를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제거하
여야 한다.
일부 포기를 포함한 청구항은 제84조
의 명료성 및 간결성 요건을 충족시
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허의 투명함의 이익을 위해 배제된
선행기술은 규칙 제42(1)(b)조에 따라
명세서에 표시되며 선행기술과 일부
포기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방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수리하기 전
에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을 보정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 제
137(1)조) 그러나 출원인은 조사보고
서 수리 후 및 심사부로부터 제1 문
서를 수리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로
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 제1 문서 수
리 후 당해 문서에 대한 회답과 동일
한 시기에 행할 것을 조건으로 출원
인은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을 1
번만 보정할 수 있다. 심사부의 동의
없이 그 외의 보정은 행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보정이 제기된 거절이유

중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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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을 "사람
이외의 포유동물 치료방법" 또는 "가
축의 치료방법"으로 보정한 경우
⑧ 수치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
발명의 구성요소를 상위개념 또는 하
위개념으로 변경하는 보정, 도면의 보
정, 실시예를 추가하는 보정,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보정 등으로서 그 보정된 사항이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
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사항
사항의 추가이다.
⑨ 단지, 선행기술 문헌명을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추가로 보
지 않는다. 다만, 그 선행기술문헌에
포함된 사항에 근거한 보정이나, 당초
인용되어 있지만 그 문헌 중에만 기
재되어 있고 최초 명세서에는 기재되
어 있지 않았던 사항을 추가하는 보
정은 그 보정된 사항이 최초로 출원
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
규사항 사항의 추가로 인정된다.
(심사지침서 4226-4228)

(2)「명세서 보정」및 「포대서류」

① 자진보정기간 또는 최초거절이유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의견서·보정서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의

등이 제출되었을 때 심사관은 이하의

보정에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특허

요령으로 심사한다.

법 제62조제5호에 따라 거절이유를

(1) 의견서·보정서 등의 내용의 검토

통지하고 거절이유통지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보정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

지정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해소하

토하여 먼저 지적한 거절이유가 해소

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거절이유

②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통지에 대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출기간 이내의 보정이 특허법 제47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서의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 거절이유통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법

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하고 보

는지를 검토한다.

정전의 명세서로 거절결정 등 심사를

(2) 보정서 취급

진행한다. (심사지침서 4246)

첫번째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보정서
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인

○심사관이 특허결정 등본을 발송한

다음 보정 후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출원시의 출원 내용을 넘는 범위의

○USPTO에서 수리된 보정 또는 제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은

주제를 도입하는 것인 경우 명세서에

통지서의 우송일 전에 수리된 보정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발

대한 보정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 보정이다(37 CFR 1.115를 참

명의 상세한 설명 자체에 존재하는

(제123(2)조)

조). 최종적이지 않은 통지서에 응하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부

에 응답하는 것이며 거절이유를 극복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보정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 경우 보정은
여전히 이 단계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C-VI 4.7 및
4.8)
○심사부가 청구된 몇 개의 주제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이유로 심사부의 의지로 절차
를 재개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인이 심사부가 특허부여를 위해 제안
한 본문에 일단 동의하게 되면 실체
적 보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
이드라인 C-VI 4.10) 특허를 부여한
다는 결정이 발송되면 심사의 재개는
불가능하다.

여 제출된 보정은 37 CFR1. 111에

합하지 아니하는 하자에 대한 보정이

○그러나 관련 선행기술에 관한 새로

의해 정해진다. 최종 거절 후에 제출

며, 다른 하나는 보정된 청구범위에

운 정보는 통상 거절이유가 제기되지

된 보정은 37 CFR 1.116에 의해 정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행하는 보정으

않는다. (가이드라인 C-VI 5.3) 규칙

해지며, 심사관에 의해 기입이 승인되

로, 상기 2가지 보정은 최초 발명의

제42(1)(b)조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입되지 않는다.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범위

한 경우가 있다. 이하 (4)를 참조.

기입되어 있는 명세서, 청구항 및 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한다.

면에 대한 보정은 기록의 항구적인

인정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요

○발명의 내용 중 특정 특징이 당업

부분이 되어 출원의 승인시에 공개되

약서의 보정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자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그 도입

는 출원에 대한 개시의 일부로 간주

포함된다.

이 명백히 명확화로 간주될 수 있는

된다. 35 U.S.C.

122(b)에 근거하여

(1) 주제명칭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나

경우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관청이 특허 출원을 공개하는 경우

타내기 위하여 발명의 명칭을 보정하

(가이드라인 C-VI 5.3.3)

관청은 예비적 보정을 특허 출원 공

는 경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이후 출원인이 특허결정등본을 받지

및 도면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않은 기간 중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

(3) 의견서, 실험보고서 등의 취급

우 그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지침서 4222)

실험보고서 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
세한 설명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은 심사상 필요한 경우 출원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류․견본 등

사항이 올바르고 또한 타당한 것임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출원인이 해명 또는 입증하기 위한

다. (심사지침서 1805)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
한다. (심사기준 IX－2 4.3.2)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관은 심사관명으로 통지하며, 심
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그 외의 물건
의 제출을 출원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사기준 IX－2 5)

(3)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선서/
선언

○특허법에서는 선서 또는 선언에 관

○특허법에서는 선서 또는 선언에 관

한 근거 규정은 없다.

한 근거 규정은 없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새로운 예 또는 효과에 대한 새로

개에 포함시킬 수 있다. MPEP 714.0

(2) 발명의 해당 기술분야를 보정하는

운 기재의 도입에 의한 보정은 인정

1(e) 및 1121.

경우.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C-VI 5.3.

(3)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제와 상응

4)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진보성을

○출원 심사동안에 출원인이 제출하

되도록 배경기술부분을 보정하는 경우.

평가하는 경우 또는 발명이 청구된

는 모든 그 외의 문서는 포대문서로

(4)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제와 상응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간주된다. 이러한 문서는 예를 들면

되도록, 즉 상대적으로 선행기술과 가

경우 심사관에 의해 고려되는 경우가

37 CFR 1.132에 근거하여 제출되는

장 근접한 발명의 기술방안이 해결하

있다.(가이드라인 C-VI 5.3.5) 이런

선서 또는 선언, 선서 또는 선언에 부

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나타내도록 발

종류의 정보는 공중의 편람을 위해

수하는 증거 서류 및 명세서, 청구항

명내용 중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

공개되는 파일의 일부에 추가되며, 파

및 도면에 대한 보정에 부수하는 비

는 기술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정하

일 내의 그 존재는 인쇄된 특허 명세

고를 포함한다.

는 경우.

서의 표지에 기술된다. (가이드라인
C-VI 5.3.6)

(5) 독립항의 보호주제와 상응되도록
○포대문서는 기록의 항구적인 부분

발명내용 중 그 발명의 기술방안과

이 되어 출원이 공개/발행되면 일반

관련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

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

(6) 발명내용 중 그 발명의 유익한 효

는 발명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되지

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정하는

않으며 특허 출원 공고 또는 출원의

경우.

승인시에 인쇄되는 특허공보에서 공

(7) 도면설명을 보정하는 경우.

시되지 않는다.

(8) 최적실시방식 또는 실시예를 보정
하는 경우.
(9)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10) 요약서를 보정하는 경우.
(1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식별해 낼
수 있는 명확한 착오, 즉 어법착오․문
자착오 및 인쇄착오를 보정하는 경우.
(심사지침 제2부 제8장 5.2.2.2)

○증거 제시 방법으로서 선서 공술서

○출원인은 거절이 기초를 두고 있는

○전리법에는 선언에 관한 근거 규정

가 인정되며(제117(1)(g)조), 이의제

인용문헌 또는 활동의 유효일 이전에

이 없다.

기를 반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절된 청구항의 주제의 발명을 설정

(가이드라인 C-VI 13.3) 그러나 선서

함으로써 35 U.S.C. 102(a)에 근거하

공술서는 당사자에 의해 제시되는 사

여 선행기술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인

실로서 생략할 수 있고, 당해 공술서

용문헌 또는 활동 혹은 C. 102(e)에

에 관해 어떤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

근거하여 참조의 일시를 앞당기기 위

것이 명료한 경우 또는 사실이 서로

해 37 CFR 1.131에 근거하여 선서

모순되지 않는 경우 통상 진실한 것

또는 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 MPEP

으로

E-IV

715를 참조. 출원인은 거절 또는 이

1.2)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특허부여

간주된다.

(가이드라인

의 신청의 이유에 반대하기 위한 선

전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서

없다. 상대방에 의해 주장되는 이의제

MPEP

기를 증명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에

102(b) 하에서 선행기술이 아닌 미국

또는

선언을

716+를

제출할
참조.

수

35

있다.
U.S.C.

항목 및 부항목

(4) 선행기술 문헌에 관한 개시 요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그

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

발명에 관련된 문헌공지 발명 중 특

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특허 출원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시에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함께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10-3)

문헌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
칭, 그 외의 문헌공지 발명에 관한 정

○단지 선행기술 문헌명만을 명세서

보의 소재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

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법 제36조 제4항 제2호)

아니다. (심사지침서 6142)

유럽 특허청
서 제출되는 것이 많다.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특허 또는 미국 특허 출원 공개에 대
해

출원의

U.S.C.

몇

개의

청구항이

35

103(a)에 근거하여 거절되고

특허 내의 청구항 또는 특허 혹은 공
개된 출원 내의 청구항에 의해 정의
된 발명이 동일하지 않지만 특허성이
있을 정도로 식별 가능하고, 발명이
동일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특허 또는 선행기
술로서 공시된 출원을 무자격으로 하
기 위해

37 CFR 1.130에 근거하여

선서 또는 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
MPEP 718을 참고할 것.
○모든 선서 또는 선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제시되지 않
으면 안 된다. 인정된 모든 선서 또는
선언은 고려되며, 다음 번의 통지서에
서 심사관에 의해 의견이 진술된다.
선서 또는 선언은 심사관에 의해 면
밀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제시된 사실
은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선서
또는 선언의 충분성 문제는 심사장에
의해 검토 및 판단된다.
○선서 또는 선언은 포대문서로 간주
되며 출원이 발행될 때 항구적인 기
록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
서는 출원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되지
는 않으며 특허 출원 공고 또는 출원
의 승인시에 인쇄된 특허공보에 있어
서 공시되지 않는다.

○명세서는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발

○선행기술의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발명

명 및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37 CFR 1.132에 근거하여 출원된 선

의 상세한 설명의 배경기술 부분은

위해 유용하다고 보이는 배경 기술을

서 또는 선언에 의해 출원인은 선행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이해, 검색,

기술하여야 한다. (규칙 제42(1)(b)조,

기술 문서의 실행 가능성, 유용성 및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기재하여

제27(1)(c)조)

실시 가능성을 공격할 수 있다. 선서

야 하며, 아울러 이들 배경기술이 나

또는 선언은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

타난 서류를 인용하여야 한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이 기술을 반영하는

실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실은

발명 또는 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서 특히 특허 문서의 식별을 포함

거절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독립항의 전제부 기재된 기술특징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명을 적

렇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선언은 증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출원 당초에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
술 문헌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취지를 이유를 붙
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
기술이 문헌공지 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심사기준 I－3 3.2(3))

(5) 우선권 서류에 관한 개시 요건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및 조약우선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의

주장출원에 선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항의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서에

발명을 추가하여 후출원에 기재하여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출원하더라도 그 우선권주장은 적합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출원

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후출원에

의 명세서 등의 기재를 고려하여 파

추가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요건 판

악되는 후출원의 청구항의 발명이 선

단 일을 소급하지 않는다.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

선행기술조사결과

선출원과

후출원

사이에 후출원에만 기재된 발명에 관

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것
일 필요가 있다.

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에 그 발명
에 대하여는 특허요건 판단 일을 소

○후출원의 청구항의 발명이 선출원

급할 수 없는 이유와 거절이유를 동

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시에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것인

(심사지침서 4308)

지에 대한 판단은 신규사항의 예에
따른다. (심사기준 IV－1 4.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절히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면, 조사

명력을 가지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포함한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야

보고서에서 식별된 문서에 대한 인용

MPEP 716.07을 참조.

한다. 즉,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을 선행기술의 진술에 삽입할 것이
요구된다. (가이드라인 C-II 4.3)

원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모든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

인용하여야 한다.

고(35 U.S.C.

282), 그 추정은 신규

이밖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배경기

○선행기술의 동일한 특징 또는 형태

성, 비자명성 및 유용성의 추정을 포

술 부분에는 배경기술에 존재하는 문

에 관한 몇 개의 인용 문헌의 목록은

함한다. 선행기술문헌은 출원인의 발

제 및 결점을 지적하여야 하며, 그 지

요구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인용

명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 가능하여야

적은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방안이

문헌만이 인용된다. 그러나 비용이 많

한다. 선행기술 문헌의 실시 가능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결점과 관

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관은

공격하는 선서 또는 선언은 심사장에

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이 불필요한 사항의 제거를 요구하지

의해 검토 및 고려된다.

경우 이러한 문제점 및 결점이 존재

않는다. (가이드라인 C-II 4.4)

하는 원인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는 데 있어 직면했던 어려움을 설명

○선행기술은 오인을 이끄는 것과 같

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은 방법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2.2.3)

선행기술이 실제보다 문제를 더 작게
해결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 C-II 4.5)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주장되는

○그 후에 출원된 미국 출원이 35

○전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출

경우 출원서는 이 효과에 대한 선언

U.S.C.119(a)에 근거한 외국 출원의

원인이 동일한 주제의 발명 또는 고

을

제

출원일의 이익이 주어지는 경우 출원

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

41(2)(g)조) 그러나 명세서에서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인의 외국 출원은 35 U.S.C.112, 제1

을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중국

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요구되지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발

에 다시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않는다.

명의 개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

그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다. 외국 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개

공동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우선권의

○유럽 특허출원은 2개 이상의 선출

시는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이용

상호인정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

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

할 수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3장

있다(제88(2) 및 (3)조). 그러나 모자

며, 또한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여야

4)

이크 우선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

한다.

는다. 하나의 우선권 서류가 다른 우

Kawai 외 및 Metlesics 외 Taylor 및

○전리법 제29조의 동일주제의 발명

선권 서류를 참조하는 경우에 예외가

Brackman,

참조.

또는 고안은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

생긴다. (가이드라인 C-V 1.5)

외국 출원의 개시가 35 U.S.C. 112,

는 기술과제, 기술방안 및 예측되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

효과가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을 가

○우선권이 청구된 발명의 일부 요소

는 것과 출원인이 우선권에 대한 자

리킨다. 다만,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

가 선원에 기재된 청구항 내에 나타

격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심사

은 문자의 기재 또는 서술방식이 완

나지 않는 경우 우선권 출원 문서가

관의 책임이다.

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2항(3)(vi)(c)를

전체적으로 이 요소를 개시하고 있으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의 대상

심사관은 후중국 출원의 청구항에 한

이

정된 기술방안이 외국의 최초 출원에

된다(제88(4)조

C-V 2.2 내지 2.4)

및

가이드라인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우선권을 향유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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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6) 국내우선권 서류에 관한 개시요건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의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청구항의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이 때 선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원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의 출원서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출원

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의 명세서 등의 기재를 고려하여 파

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비록 특허청구

악되는 후출원의 청구항의 발명이 선

범위에 기재되지 않고 출원서의 상세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

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라

서 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의 것

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다.

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시 유의할 점은 선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이 후출원에 기재

○후출원의 청구항의 발명이 선출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이 부

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적합한 것으로 하여 심사하는 것이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것인

아니라 추가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

지의 판단은 신규 사항의 예에 따른

요건 판단시 출원일을 실제 출원일로

다. (심사기준 IV－2 4.1)

하여 심사한다. (심사지침서 4436)

(7) 개시에 근거한 발명의 결정：(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

원인 또는 심사관중 누가 명세서에서

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어떤 발명이 개시되고 있는지를 결정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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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이 우선권에 대한 자격을 가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최초 출원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험

한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방법은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23(2)조의

출원에
요건을

대한

보정이

제

충족시키는지에

(심사지침 제2부 제3장 4.1.2)

대한 시험방법과 동일하다. (「신규성
시험」, 가이드라인 C-V 2.2)

라운드

합의법(URAA：

○전리법 제29조제2항

○EPO에서는 국내 우선권에 관한 특

○우루과이

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PC의

1995년 6월 8일에 발효)의 규정의 하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을 중국에서

제87조는 이전의 유럽 출원 및 국제

나는 국내 우선권 제도의 확립이다.

최초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출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동 합의법은 국내 출원인이 신속하고

이내에,

이드라인 C-V 1.3) 따라서 방식 요건

저가로 가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가능

같은 주제로 전리출원하는 경우, 우선

및 실체적 요건은 그 외의 우선권 처

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권을 향유할 수 있다.

리(즉, 국내출원)에 관한 것과 동일하다.

35 U.S.C.119(e)를 참조. 가출원일은

다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35 U.S.C.112, 제1항을 충족하는 명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때

○이에 따라 EPC는 적어도 하나의

세서 및 35 U.S.C. 113에 의해 요구

에 국내우선권의 기초인 최초중국출

동일한 체결국을 지정하고 있으면서

되는 도면이 제출된 날이다. 청구항은

원은 후중국출원이 제출된 날부터 취

유럽 특허 출원이 새로운 유럽 특허

요구되지 않으며 선서 또는 선언은

하한 것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여야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심사되지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3장 4.2)

사용된 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않으며, 그 제출일부터 12월 후에 자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동적으로 취하되고, 그 후 회복의 대

C- IV 7.4)

상이 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파리조약 우선일을 개시하
는 통상의 국내 출원이다. 비가출원은
35 U.S.C. 119(e)에 근거한 가출원일
의 이점을 청구하는 가출원일부터 12
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가출원의
명세서 및 (만약 있으면) 도면은 후에
제출된 비가출원의 청구항의 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가출원의 청구항이 가출원의 명세
서 및 (만약 있으면) 도면에 의해 충
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비가출원
의 그 청구항은 가출원일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MPEP
201.11 부항 I.A. 참조.

○독립 청구항은 발명을 정의하기 위

○USPTO의 실무에 의하면 주어진 특

해 필요한 필수 요소의 모든 것을 명

허 출원 내의 발명은 청구범위에 의

료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해 정의된다. 개시된 범위에 의해 측

항목 및 부항목
하는가)

한국 특허청
고

인정되는

일본 특허청

구조․%방법․기능․%물질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야 한다. (특허법 제42조제6항)

있어서 하나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과
다른 청구항의 발명이 동일할 수도

○특허법 제42조제4항은 특허청구범

있다(특허법 제36조 5항).

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받으려고 할지는 특허 출원인이 판단

사항은 특허법 제42조제4항 및 제8항

청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으려고

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발명의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

고 출원인 자신이 인정하는 사항의

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

모든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 (심사기준 I－1 2.1(1))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되

파악은 출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

는 발명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

여 선택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

된 발명이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어

중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도 청구항의 기재를 무시하고 명세서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항의

또는 도면의 기재만으로 청구항의 발

기재가 불명료하거나 기술용어의 의

명을 인정하여 그것을 심사의 대상으

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발명의 상

로 하지는 않는다. (심사기준 II－2

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참작

1.5.1(4))

할 수는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를 벗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
시된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심사지침서 4122-2)

유럽 특허청
C-III 3.4)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
된 발명은 구체적으로 개시된 실시

○또한,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

형태보다 넓을 가능성도 좁을 가능성

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명

도 있다.

세서에는 모든 청구항의 주제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청

○심사되어야 할 청구항을 제시하는

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에 의

것은 출원인이라는 사실에 의해 적어

해 정당화되는 것보다 넓으면 안 된

도 특허 보호의 목적으로 발명의 결

다. (가이드라인 C-III 6)

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출원인이다.
출원인에 의해 시작되는 이 절차는

○명세서와 청구항 사이의 모든 불일

출원의 계속을 통해 계속되고 특허가

치는 해소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부여되면 종료된다. 출원 계속 중 발

C- III 4.3) 예를 들면, 명세서가 독자

명의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는 객관적

에게 독립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인 것이다. 당초 제시된 청구항은 관

특징이 발명의 실행에 필수적이라고

련된 선행기술과 실행 가능 개시범위

느끼게 하는 경우 이 특징은 그 청구

와 비교하여 평가된다. 청구항은 위의

항에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

제3항에서

는 필수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야

U.S.C. 112, 제2항의 명확성 요건도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출원을 작성하는 것은 출원인의 책

○USPTO의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

임이다. (가이드라인 C-II 4.10) 따라

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청구항을 거절

서 출원인이 발명을 판단한다. 그러나

할 때 선행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청구항은 명세서에서 출원인이 제시

또한 청구항은 많은 경우 청구의 범

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

위를 좁히는 것으로 연결되는 실시

은 제84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를 제

가능한 개시보다 넓다고 하는 이유에

기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C-III 3.2)

서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러

은 심사관은 청구항의 불필요한 증가

한 거절은 청구항을 좁히지 않고 출

를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달리 표현

원인에 의해 성공적으로 반박될 수

되었으나 명백히 유사한 효과를 가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시내

는 여러 개의 청구항의 존재에 대해

용을 읽고 나서 발명에 관한 심사관

지나치게 학문적인 어프로치 또는 유

의 인식을 언급함으로써 특허 보호의

연성이 없는 어프로치를 채택해서는

목적에서 발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

안 된다. 동일한 카테고리의 2개 이

는 것은 결코 심사관의 역할은 아니

상의 독립 청구항이 적합한 특별한

다. 즉, USPTO 심사관은 개시의 검

사례는 가이드라인 C-III 3.3에서 다

토로부터 발명의 일부 특징이「불가

루어진다.

결」하거나「필수」라는 결론을 내고

논의된

바와

같이

35

이러한 특징을 청구항에 추가할 것을
○또한, 발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해결해
야 할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
지 않다는 것을 출원인에게 나타내고,
이에 응해 명세서와 청구항을 보정하

요구하지 않는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71(1)
조, 가이드라인 C-VI 3.7)
○따라서 출원인이 발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심사관은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심사하여야 할 청구항을 제시하는
것은 출원인이다. 심사관은 청구항이
여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한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에 대한 시사를 행할 수도
있다.
○EPO 심사관은 독립 청구항 중에
모든 불가결한 구성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이 점에서 EPO는 명료함을 돕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용어「(하나 또는 복수의) 필수 특
징」은 「설명된 그러한 특징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
특징의 특정 예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없다. 청구항의 특징은 선행기술과
의 저촉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개시로
부터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특징의 모든 것은 독립 청구항
내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
인 C-III)
○EPO 심사관은 명세서에 의해 청구
항이 뒷받침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에만 청구범위를 읽을 때 명세서
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장
치 또는 스텝의 구성요소가 하나 또
는 복수의 독립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심사관은 청구
된 장치 또는 방법이 기능하지 않거
나 또는 출원 목적을 실현하지 않는
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심사관
은 이 청구항이 필수 특징을 결여하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8)금지 사항 또는 비허가 요소(불필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망에

요한 요소, 발명의 정신 또는 본질의

「특히」,

「및/또

등의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참조, 공공 질서, 도덕성 또는 공중위

는」 등의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표현이

생의 침해, 상표)

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

있는 결과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 불필요한 요소

된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된다.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지침

「특히」,「예를 들면」, 「등」,「바

「예를

들어」,

일본 특허청

의해」,「필요에

따라」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고 있다는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어떠한
특징이 필수라는 그의 인식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주장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EPC는 심사관과 출원인이 이
점에 관해 상반되는 견해를 유지하는
경우 최종적인 거절을 인정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최종적인 거절의 근거는
청구항과 명세서 사이의 분명한 모순
에 의해 생기는 청구항 내의 명료함
의 결여 또는 청구된 발명의 실시로
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명세서에 의한 뒷받침의 결여가
된다.
○필수 특징이 부족한 독립 청구항과
특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명세서 사
이의 불일치를 삭제할 때 출원인은
명세서로부터 특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출원시의 범위
를 넘어 출원의 내용의 확장으로 간
주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제123(2)조
에 근거한 거절이유가 제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심사 과정에
서 청구항에서 명백히 필수적인 특징
을 삭제할 수 있다. 특징의 생략에 의
해 청구항을 넓히는 것은 당초의 출
원에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정
되지만 그 특징이 발명의 실행에 필
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확장은 인
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123(2)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제기된다.

○불필요한 요소는 유럽 특허 출원에

○청구항 내에 ‘예를 들면’, ‘가장 좋

서 금지되고 있다. (규칙 제48(1)(c)

은 것은’,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의

조) 이러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불

유사용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

필요하게 될 수 있다(예를 들면, 당초

하면, 이러한 용어들은 청구항에서 동

복수의 대체안의 하나로 청구항을 한

일하지 아니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정).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호를 받고자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서 4129)

일본 특허청
람직하게는」,「적의의」와 같은 자구
를 포함한 기재도 이에 준한다.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

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特

한 조건에서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定)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 사항이 필요한지가 불명확하

는 허용할 수 있다.(심사지침서 4129)

고,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사기준

I－1

2.2.2.1(5)④)

-발명의 정신 또는 본질의 참조

○코멘트 없음

○코멘트 없음

-공공 질서, 도덕성 또는 공중위생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특허법 제32조는 공공 질서, 선량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32조)

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은

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공개 공보에 게재되지만 당해 사항을

출원 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

공개 공보에 게재하는 것이 공공 질

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발

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

행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32조, 제64

허법 제216조제2항)

조 제2항)

위반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하는 범위의 불명료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2.2)

○보호범위가 모호하고 정확하게 정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기초를 두

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

는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 또는 과학

음을 암시하는 명세서 내의 일반적

적 이론을 이해할 것이 요구되지 않

진술은 청구범위를 명백히 모호하게

으며, 따라서 출원에 이들을 포함할

하기 때문에 제84조에 근거한 거절이

필요가 없음은 잘 알려져 있다.

○코멘트 없음

유가 제기된다. (가이드라인 C-III 4.4)

○이 사항은 제48 규칙(1)(a) 하에서

○유용성의 결여에 관한 35 U.S.C.

○전리법 제5조

금지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102에 근거한 거절은 발명이 하찮거

국가 법률이나 사회공중도덕에 위반

사항의 종류로는：폭동 또는 혼란 행

나 사기적이거나 또는 공익에 반한다

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

위의 유인；범죄행위의 유인；인종적,

는 이유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Juicy

창조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종교적 또는 유사한 차별적 주장；

Whip Inc. 및 Orange Band Inc., 51

않는다.

및 풍속을 교란 하는 사항이다. (가이

USPQ2d

드라인 C-II 7.2) 이 사항은 출원 공

년)(「몇 년 전에 법원은 부도덕하다

○전리출원 중에 국가 법률, 사회공중

고 전에 삭제되어야 한다. (규칙 제48

는 이유에서 도박용 장치에 관한 특

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

(2)조)

허를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기타 부분

은 법령은 아니고···평의회는 특허법

은 합법적인 경우에 그 전리출원을

이 국가의 경찰권을 취해 대신하는

전리법 제5조를 부분적으로 위반한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출원이라 한다. 이러한 전리출원에 대

지역사회의 건강, 질서, 평화 및 공중

하여 심사관은 심사할 때에 출원인에

의 복지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해···단

게 보정하도록 통지하여 전리법 제5

지 공중의 일부를 속일 가능성이 있

조를 위반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여

다고 하여도 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위반된 부분

당해 발명에 특허성이 없다고 최저할

의 삭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는 전리권을 수여 받을 수 없다.

대한 어떠한 근거도 섹션 101항에서

(심사지침 제2부 제1장 3.4)

찾을

수

1700(연방순회법원,

없다」를

참조.

1999

MPEP

항목 및 부항목

- 상표

- 기타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명세서에 상표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명을 이용하여 특정하려고 하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표명

는 기재를 포함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을 기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적어도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 당시에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 상표명

걸쳐 그 상표명으로 특정된 것이 특

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

정 품질, 조성, 구조 등을 가지는 것

의 내용이 변경 될 가능성이 적으며

이 당업자에게 있어 명백하지 않을

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때에는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에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명

주의한다. (심사기준 I－1 2.2.2.1(2)

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42)

⑤)

○코멘트 없음

○코멘트 없음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706.03(a)을 참조.

○심사관이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상표 및 거래에서 사용되는 명칭의

가 적어도 일부의 체결국에 있어서

사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등록상표라고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

조건으로 특허 출원에서 인정된다. 상

은 당해 용어가 등록상표가 아니라는

표는 항상 대문자로 표기하며, 총칭을

것을 제시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한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에서 사용되는

다. (가이드라인 C-II 4.18) 그 사용

명칭은 그 의미가 부수된 정의에 의

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항

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의미

에서 상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잘 알려져 있어 미국의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가지는 것

충분히 정의되고 있는 경우 출원에서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MPEP 608.01(v) 및 위의

인정된다. (C-III 4.8)

제2항(3)(iv)(c)를 참조.

○예를 들면 자명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불리한 점, 또는 제시된 불리
한 점에 관해 공정한 의견이 발견되
고 출원인에 의해 입증된 것은 허용
되지만 명예 훼손 또는 유사한 중상
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다. (규칙 제48(1)(b)조, 가이드라인
C-II 7.32.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 상품명칭
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뒤에 그 형식, 규격, 성능 및
제조단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
여 물질 또는 제품을 정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2
장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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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부항목
I. 진보성의 판단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o특허법 제29조

o특허법 제29조

o심사지침서 제2부 제3장 신규성, 제

o심사기준 제II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

A.진보성 판단을 위한 판례, 법령, 또
는 행정상의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1. 법령

2. 심사기준

4장 진보성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법령

중국 특허청

o35 U.S.C. 103 37 CFR 1.104

o전리법 제22조

o유럽특허청 심사편람

oMPEP의 섹션 706. 02(j)~706.02(n),

o심사지침 제2부 제3장 신규성, 제4

(2007년 12월 공개)

2106~2107, 2141~2146 및 2163

유럽특허부여에 관한 조약
- EPC 신판(2007. 12. 13. 발효)
제52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56조(진보성의 정의)
제54조(신규성의 정의)
제89조(우선권의 효력)
(PCT에 근거한 규칙 65.1 「진보성
또는 자명한 것이 아닐 것(비자명성)
: 선행기술과의 관계」도

참조)

o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B부 제VI장 1-6 (기술 수준)
o실체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C부 제IV장 6 (기술수준)
*C부 제IV장 9 (신규성의 테스트)
*C부 제IV장 11 (진보성)
*C부 제IV장의 부속서류(진보성 평가
(판단)를 위한 가이드라인)
*C부 제V장 (우선권)
o이의신청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D부 제V장 3.1~ 3.3 (기술수준)
주. 진보성의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
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판례가 인용
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 EPO는
특허심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판례
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심사편람의

해당 장 및 EPO발행의

2006년 제5판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 특허청 심판부의
판례집"을 참조할 것을 희망하고 있
다. 이러한 간행물은 모두 EPO의 인
터넷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장 창조성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3. 진보성에 관한 규정의 배경 및 목적

o“진보성”이란 용어는 특허법 상 명

o제29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통상의

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법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

제29조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발

것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는 발명을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

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해가 되므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발명을 진보성

그러한 발명을 특허 부여의 대상으로

이 있는 발명이라 한다.

부터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다. (심사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 없는

기준 제II부 제2장 2.1)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
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다를 뿐 기
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진보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상 종래 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
여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당초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
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 실시를 제
한하게 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
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심사지침서 2403)

B. 청구항 해석의 기준

o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

o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

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

인정되는

또는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

모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하나의 청구항의 발명과 다른 청구항

구조·방법·기능·물질

의 발명이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다.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1)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특허법 제36조 제5항)
o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행한다. 이 경우 명
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

(2)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

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 발명을 특

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

정하기 위한 사항(용어)의 의의를 해

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

석한다. 청구된 발명의 인정에 대한

을 특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3)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하여도 청구항에 기재

(1)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발

청구항의 기재대로 청구된 발명을 인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진보성 개념의 목적과 관련하여, 청

o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요건 뒤에 숨

o전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된 발명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 있는 일반적인 목적은 특허권을 사

전리권을 수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한 기술적 해결

실상 유익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안은 신규성 ·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

수단 밖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원

기여한 발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발명 또는

인이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보통의 개

실용신안이 창조성을 구비하는 것은

발을 능가하지 않는「발명」에 대해

그 전리권을 수여하기 위한 필수조건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

중의 하나이다.

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리법 제22조제3항 및 전리법 실시
세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창조성을

o이러한 생각에 따르는 것과 동시에

구비한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

유럽특허를 받는 체결국의 수가 계속

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EPO는

구비하여야 한다. 창조성을 구비한 실

현실적이며 충분히 밸런스가 잡힌 접

용신안은 선행기술에 비해 실질적 특

근방법에 기초하여, 즉 공지의 기술

징과 진보를 구비하여야 한다.(심사지

에 대해 귀중한 기여를 한 발명을 거

침 제2부 제4장 1.)

부하지 않도록 너무 높지 않으며, 또
한 유럽특허 효력의 추정 높이를 확
보할 수 있도록 너무 낮지도 않은 진
보성 표준을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o유럽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보호가

o미국 실무에 있어 심사관은 청구항이

o권리요구서에는 독립항이 있어야 하

요구되는 사항을 발명의 기술적 특징

35 U.S.C. 112의 제1단락의 요건(명

며, 종속항이 있을 수 있다. 독립항은

에 의해 정의하여야 한다(EPC 제84

세서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전

조의 제1문, 제43 규칙(1)).

경우, 출원인이 발명으로 간주하는 주

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술문제

제를 특정함과 아울러 명확하게 청구

를 해결하는 필수 기술특징을 기재하

하는 경우(35 U.S.C. 112 제2단락),

여야 한다. (전리법 제21조)

o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야 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

청구항이 신규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있지 않는 경우

o발명이 창조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35 U.S.C. 102) 및 청구항이 비자명

는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에 초점을

한 주제인 경우(35 U.S.C. 103)에 법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명의 창조

o청구항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 주제(35 U.S.C. 101)에 기초하여

성에 대한 평가는 청구항이 한정하는

EPC 제43 규칙에서 더욱 명확히 규

각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을 심사

기술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정되어 있다.

한다.

한다.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발

야 한다(EPC 제84조의 제2문).

명의 기술특징(예를 들면, 예측하지
o유럽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문언
에 의해 결정되며. 다만 명세서 및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

o심사관은 청구항이 법정 주제를 구성

못한 기술효과를 생산하는 기술특징,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선행기술과 관

기술편견을 극복한 기술특징)은 청구

련하여 청구항을 평가하고 청구항이

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35 U.S.C. 11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

아니하면 설사 명세서에 그 내용을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한다. 이 경우 청구항에 사용된 용

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명세서

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가지는 통상

등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

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지한다. (심사지침서 2317)
(2) 다만,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하여
도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발명의 특정
사항)의 의미 내용이 명세서 또는 도
면에 정의 또는 설명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용어를 해석할 때 그 정의
또는 설명을 고려한다.
(3)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와 출원시
의 기술 상식을 고려해도 청구된 발
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된
발명의 인정은 행하지 않는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 서
로 대응되지 않는다 하여도 청구항의
기재를 무시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

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인정하고 그것
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
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
어도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용어)은 청구항에는 기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된 발명의 인정을
행한다. 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
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하며 기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서는 안 된다 (심사기준 제II부 제2장
1.5.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된다(EPC 제69(1)조).

는지 여부의 결정을 진행한다.

중국 특허청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발명의 창조
성을 평가할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

o이를 위한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

o심사관은 모호하고 불명료하거나 또

서는 다음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된

는 불완전하거나 또는 장황하다고 하

다(상세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C-III

여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다. (MPEP

4「청구항의 명료성 및 해석」참조).

2173. 05(a) 내지 (v)를 참조)

다. 그밖에 창조성의 판단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내용의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즉,
기술방안이 창조성을 구비하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특징이 창조
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 청구항은 청구항으로부터 나오는

는 것이 아니다. (심사지침 제2부 제

기술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하

4장 5.4)

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
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용어에 대

해 엄밀한 문언적 의미로부터 일탈하
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명세서가 명시적인 정의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용어가 특별한 의
미를 가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각 청구항은 그 용어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의미
및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주제를 정의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불가결한 특
징, 즉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징, 바꾸어 말하면 청
구된 발명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
징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발명의 실시예를 보이고,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되고 전체
로써 고려되는 청구항의 주제이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1. 청구항에 기재된 주제의 인정에 필

o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

o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

요한 특징을 서술하는 전제부(∼에 있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

하여 각 청구항마다 출원인이 특허를

어서)와 보호되어야 할 기술적 특징을

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서술하는 특징부가 기재된 청구항에

인정되는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기

대한 선행기술의 적용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청구

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항의 발명과 다른 청구항의 발명이

구조·방법·기능·물질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다(특허법 제
36조 제5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EPC 제43 규칙(1)(a) 및 (b)은 청

o심사관은 특허성에 대해 독립 청구항

o권리요구서에는 독립항이 있어야 하

구항의 유형으로서「적절한 경우」에

을 평가하는 경우 전제부가 청구항에

며, 종속항이 있을 수 있다. 독립항은

채택하여야 하는 2부분 형식을 규정

대한 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전

하고 있다.

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술문제
* 전제부의 기재가 구조적 한정, 단순

를 해결하는 필수 기술특징을 기재하

o첫 부분은 발명에 관련된「발명의

한 목적 또는 용도의 서술 중 어느 하

여야 한다. (전리법 제21조)

주제의 지정」(즉 장치, 방법 등의

나인지 여부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아

일반적 기술분야)을 표시하는 기재를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하여 청구항에

o전리법실시세칙 제22조제1항의 규정

포함하여야 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의해 포함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

부분은「청구된 주제의 정의에 필요

있는 경우에만 판단할 수 있다.

항은 서문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하

하지만 조합하여 선행기술의 일부를

청구항의 본문이 청구된 발명의 모든

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재

이루는 기술적 특징」의 기재를 포함

한정사항을 충분하고 본질적으로 규정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의 특징에 관

하고 전제부가 청구된 발명의 한정사

(1) 서문부분 :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한 이 기재는 독립 청구항에 한정되

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니라 단순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명

어 적용되며, 종속 청구항에는 적용

히, 예를 들면 발명의 목적 또는 의도

칭 및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되지 않는다.

하는 용도만을 기술하고 있을 경우 전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제부는 한정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필수기술특징을 기재

o두번째 부분 즉「특징부」는「청구

또한 청구항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하

(2) 특징부분 : '그 특징은 ···' 또는

항의 첫 부분에 기재된 특징과의 조

지 않다.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합에 의해 보호가 요구되는 기술적

또는 실용신안이 가장 근접하는 선행

특징」즉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에 기

o규칙(37 CFR1. 75(e))에서는 젭슨

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

여하는 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식이 인정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서문부분에 기재된 특

「개량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케이

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실용

oEPC 제43 규칙에 규정된 대로 2부

스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독립 청구

신안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이

분 형식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은 다음의 순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의 의미는 청구항을 전체적인 면

에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1) 청구된 조합 중 종래의 또는 공지

에서 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게 하기

로 말하면 2부분 형식의 청구항은

된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에 관한

위한 것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기술수준이 존재하

일반적 설명으로 이루어진 전제부 (2)

독립항의 서문부분에 있어서 발명 또

고, 청구된 주제가 더욱 더 기술적

「상기의 개량은 다음을 포함한다」는

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특징에 의해 그 기술수준과 더욱 구

등의 표현 및 (3) 청구된 조합의 일부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 기술특징

별되는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

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단계 및/

이라함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어야 한다.

또는 결합관계로서 출원인이 신규하거

실용신안의 기술방안과 가장 근접하

나 또는 개량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는 선행기술문건이 공유하는 기술특

o그러나 발명의 성질로부터 예를 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을 가리킨다. 적합한 경우에는 발명

면 발명 또는 선행기술이 왜곡 또는

이 규칙은 강제적 요건은 아니며 강력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권고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는 선행기술문건을 선택하여 설명을

형식의 청구항이 부적당한 경우도 있

않는다.

진행하여야 한다.

2.3 참조). 부적절하고 복잡한 청구

o청구항이 젭슨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

o독립항의 서문부분에는 발명 또는

항 형식을 피함으로써 1부분으로 이

는 경우 전제부는 청구된 조합부분에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

루어지는 청구항 형식에 의해 청구된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를 결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 또는 실

주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정적이며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

용신안의 기술방안이 선행기술과 밀

경우도 있다.

으로 간주된다.

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

다(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C-III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명세서에 표시된 선행기술의 기재

o심사관은 젭슨 형식의 청구항의 전제

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로부터 독자가 청구된 주제의 어떤

부를 전제부가 암묵적으로 선행기술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특징이 조합하여 선행기술의 일부인

서 인정된다고 진술하는 거절의 기초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서문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심사

로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은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관은 2부 형식의 청구항을 강요하여

카메라에 있어서‥‥‘라고 하면 되며,

서는 아니 된다 (가이드라인 C-III

o다만 이 암시는 35 U.S.C.102(b),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2.3.2).

(c) 또는 (d)에 근거하여 발명자가 전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제부에 포함된 한정사항이 발명자 자

서문부분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

o2부분 형식의 청구항이 의무적이지

신의 발명이며 발명자는 발명의 권리

항의 특징부분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

않다는 사실은 심사관이 청구항의 용

를 상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임으

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 또는 실용신

어에 따라 엄밀하게 기술수준과 추가

로서 극복될 수 있다.

안의 필수적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된 특징을 구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서문부분의 기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

2부분 형식의 청구항은 어느 특징이

안의 전체적인 필수적 기술특징을 구

선행기술이며 어느 특징이 발명을 특

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범위를 한정하

징짓고 있는지에 대해 출원인을 구속

게 된다.

하는 기재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독립항을 2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

o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당해의

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 또는 실용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이루

신안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

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청구항

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

의 주제이다.

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o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항의

전리법실시세칙 제22조제2항의 규정

형식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 사항이

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

강조된다.

이 상기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기재하
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서

*청구항이 1부분 형식이든 또는 2부

문부분과 특징부분을 나누지 아니할

분 형식이든 청구범위에 차이는 없다.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이다.

* 그러나 청구항이 2부분 형식의 경

(1) 개척성 발명

우 심사관은 이러한 인식이 어느 문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

서(또는 다른 기술수준)에 근거하는

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서, 그

지를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명성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을 부정하는 출발점으로서 전제부에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서 인정하고 있는 선행기술을 사용할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전제부의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내용에 관해 잘못이 있었음을 기술하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

는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에

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따라 자명성의 미비를 다시 검토 하

경우

여야 한다.

(4)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심사지침 제2부 제2장 3.3.1)

항목 및 부항목
2. 청구항의 범위와 내용의 인정

한국 특허청
o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본 특허청
o위의 I.B를 참조.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o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용
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심사지침서 2317)
o위의 I.B를 참조.

3. 종속 청구항의 해석

o청구항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o청구항은 그 기재 형식에 의해 독립

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 청구항

형식 청구항과 인용 형식 청구항으로

(이하 “독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구분된다.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

독립 형식 청구항이란 다른 청구항을

속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이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이고, 인

있다.

용 형식 청구항이란 선행하는 다른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이

하여 구체화”하는 “종속 청구항”을

다. 그리고 양자는 기재 형식만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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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I.B, 일반적인 의견)에서 이미 기

o심사관은 청구항을 읽고 청구항에 정

술한 바와 같이 발명의 실시예를 나

의된 기술 주제에 근거하여 발명의 범

타내며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위를 결정한다. 심사 중 청구항의 어

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적

구는 명세서와 대조하여 가장 넓은 타

특징에 의해 정의되며 전체로서 고려

당한 해석이 주어진다.

o위의 I.B를 참조.

되는 독립 및 종속 청구항의 주제이
고, 이는 필요에 따라 명세서 및 도

o심사관에게는 청구항의

문언을 범위

면을 참조하여 해석된다.

를 타당하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o명세서와 대비하여 읽혀진 청구항이
발명의 이용과 범위의 양쪽 모두를 당
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며 또한 발
명의 주제가 허용하는 만큼 그 언어가
정확한 경우 출원인은 35 U.S.C. 112
제2단락의 규정을 충족한다.
o청구항은 가능한 한 그 자체로서 완
전하여야 한다. 특정 그림이나 또는
표를 인용하여 기재하는 것은「발명을
말로 명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없고, 청구항 중에 도면이나 표를 기
재하여 반복하는 것보다 이들을 인용
하여 기재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경우
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인용에 의해 기재(편입)하는 것은 필
요에 따른 원칙이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Ex

parte

Fressola 사건 합중국 특허심판판결집
제2집, 제27권 1608, 1609 페이지(특
허심판 인터피어런스부, 1993년)).

oEPC 규칙 43(3)에 따라 발명의 본

o출원인은 이전의 하나의 청구항을 인

o권리요구서에는 독립항이 있어야 하

질적 특징을 기재하는 청구항, 즉 독

용하고 그것을 인용에 의해 기재한 다

며, 종속항이 있을 수 있다. 독립항은

립 청구항은 그 발명의 「특정 실시

음에 새로운 한정 사항을 추가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전

예」에 관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 즉

「종속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을

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술문제

그 발명의 본질적 특징도 반드시 포

제출할 수 있다.

를 해결하는 필수 기술특징을 기재하

함하는 종속 청구항을 동반할 수 있다.

여야 한다. (전리법 제21조)
o또한 먼저 기재된 2개 이상의 독립

o(동일한 카테고리 내의) 다른 청구

또는 종속 청구항을 택일적인 형식으

o만약 하나의 청구항이 다른 동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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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뿐이며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

제I부 제1장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

의 기재 2.2.4 제36조 제6항 제4호).

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
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
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
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
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
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
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
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o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
으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
함하며, 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한정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구체화하
는 청구항이다.
o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독
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
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
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
로 기재할 수 있다.
o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는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132-4134, 2416, 특허
법 시행령 제5조)

동등하게

취급된다(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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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로 인용하는 다중 종속 청구항을 제출

형의 청구항에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종속 청구항」이라고 한다(규칙 제

할 수도 있다.

포함하고 그 다른 청구항의 기술방안

43(4)). 독립 청구항에 2부분 형식이

에 대하여 진일보한 한정을 하게 되

사용되는 경우 종속 청구항은 특징

o또한 다중 종속 청구항은 직접적 또

면 이 청구항은 종속항이 된다. 종속

부의 특징뿐만 아니라 전체적 특징에

는 간접적으로 다른 다중 종속 청구항

항은 부가적인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대한 한층 더 상세한 사항에 관한 것

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다.

인용한 청구항에 대하여 진일보한 한

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 C-III 3.6)

정을 하게 되므로 그 보호범위는 인
o종속 청구항에 부가된 한정 사항이

용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한다.

o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어서는 아니되는 특징이 아니면 안

반드시 종속 청구항이라는 것을 의미

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

o종속항의 부가기술특징은 인용한 청

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

청구항은 부가적인 한정 사항을 추가

구항의 기술특징에 대하여 그 기술특

다. 예를 들면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

하든지 또는 그것이 종속되는 청구항

징을 진일보하게 한정하는 것일 수도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종속 청구항

의 일부분을 더욱 상세히 정의하는 것

있고 기술특징을 추가하는 것일 수도

이 아닌 독립 청구항으로 취급된다.

만 요구된다.

있다.

o2007년 11월 1일에 발효 예정인 출

o권리요구서에는 적어도 하나의 독림

원 청구항의

심사에 관한 실무 규칙

항이 있어야 한다. 권리요구서에 2이

o단일의 이전 청구항을 인용하는 모

(37 CFR 1.75)은 독립 청구항의 수가

상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든 종속 청구항과 복수의 이전 청구

6이상 또는 합계 청구항의 수가 26이

앞에 기재된 독립항을 제1독립항이라

항을 인용하는 종속 청구항은 가능한

상인 경우 특허 상표청은 모든 출원

칭하며, 기타 독립항은 병렬독립항이

한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라 함께 그

청구항을

CFR

라 칭한다. 어떤 때는 병렬독립항이

룹화 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C-III

1.265조에 따라 출원인에 대해 심사

앞의 독립항을 인용(예를 들면, 병렬

3.5)

지원 자료(ESD)의 제출을 요구하는

독립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 :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청구항3의 방법을 실시하는 장치'; '

o진보성 심사에 있어서의 진정한 종

출원인이 ESD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청구항1의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속 청구항의 취급에 관해서는 일반적

선택한 경우 당해 출원은 6이상의 독

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으로 대응되는 독립 청구항이 특허

립 청구항 및 합계 26이상의 청구항을

에 병렬독립항에 기재된 것은 다른

가능한 경우 종속 청구항이 확실히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되지 않으면 안

유형의 발명이며, 그것을 종속항으로

종속되며 그리하여 대응되는 독립 청

된다. [주기: 2007년 10월 31일에 버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심사관

구항에 정의된 발명의 보호 범위가

지니아주 동부지구지방법원에 의해 가

은 주의하여야 한다.

확장되지 않는 한 심사관은 종속 청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청구항 및

구항의 주제에 구태여 구애되지 않음

계속 출원의 최종 규칙의 실무 규칙에

o어떤 경우에는 형식상은 종속항(종

에

대한 개정은 2007년 11월 1일에 효력

속항의 인용부분을 포함)이지만 실질

이 발생되지 않았다.]

적으로는 종속항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CIII, 3.8을 참조.

주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C-III, 3.5). 독립 청구항이 신규하고

대상으로

하는

37

비자명하면 이에 종속되는 어느 청구

예를 들면, 독립항1은 '특징 X를 포함

항에 대해서도 진보성을 포함하는지

하는 공작기계'이며, 뒤의 다른 청구

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항은 '청구항 1의 공작기계에 있어서,
그 특징이 특징 Y를 사용하여 특징 X
를 대체하는데 있는 경우'에는 뒤의
청구항은 독립항이다. 심사관은 단지
기재의 형식만으로 청구항을 종속항
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
지침 제2부 제2장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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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진보성의 판단에 적용되는 기본적

o진보성의 판단은 특허출원 전에 당

o진보성의 판단은 본원발명이 속하는

방법

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허

기술분야에서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예) 비자명성의 테스트, 사후적 분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발명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이면 어

석의 배제, 당업자가 주어진 과제

(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려하여 인

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행동하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된

는지(would have done)의 고려

판단이다. 특허출원전의 당업자가 청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에 의해

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의

행한다.

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o청구항의 발명과 인용발명(하나 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경

는 복수)을 인정한 후, 논리에 가장

우에는 청구항마다 진보성 유무를 판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선택한다.

단한다.

그리고나서 청구된 발명과 인용발명
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

o구체적으로는 발명의 진보성은 다음

사항과 인용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

의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항의 일치점·차이점을 분명히 한 다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

음, 인용발명이나 다른 인용발명(주

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지·관용 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의 특정방법은 제3장의 신규성 판단

기술상식으로부터

과 동일하다.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

(2)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에

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한다. 논리의

인용발명의 특정방법은 제3장의 신규

구축은 여러 가지관점, 광범위한 관점

성 판단과 동일하다.

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

들면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으로

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

부터의 최적 재료의 선택 혹은 설계

비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한다.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거나 혹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

은 인용발명의 내용에 동기가 될 수

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있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

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

악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존재를 긍

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

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

어 판단한다.

실로서 참작한다. 그 결과 논리 구축

(5)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항의 발명의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진보성은 부정되고, 논리 구축이 불가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

능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는다.

청구항의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
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

o논리 구축은 여러 관점, 광범위한 관

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

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하에 이러

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

한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다.

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할 때

(1) 최적 재료의 선택·설계변경, 단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진보성 평가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o비자명성에 대한 문제는 「발명이 이

o심사원칙

모든 발명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

루어진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전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과제

발명이 창조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가 없으면 해결수단도 없고 따라서

o발명일 이후에 평가자

또는 당업자

를 심사하는 것은 발명이 특출한 실

진보성도 없으며 발명도 없다.

에 의해 개발된 기술에 관한 후지혜

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였

또는 사후적 평가의 사용은 비자명성

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의 판단에 있어 무시되어야 한다.

발명의 창조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때

o그러나 기술적 과제의 평가 그 자
체도 진보성의 평가와 같이 곤란할

에 심사관은 발명의 기술해결방안 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는

oKSR(KSR

International

Co.

대

자체뿐만 아니라 발명이 해결하고자

경우 생기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충

TeleflexInc.) 사건(합중국 특허심판판

하는 기술문제 및 생산하고자 하는

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집 제2집, 제82권 1385 -1391 페

기술효과도 고려하여 이들을 전체적으

이지,

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7년)에서는

대법원이

o첫째, EPC는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서 판

신규성의 '단독대비'원칙과는 달리 창

해 기술적으로 개선된 것임을 요구하

시한 자명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간을

조성을 심사할 때에는 하나 또는 다

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술적 과제는

재확인하였다. Graham v. John Deere

수의 대비문건에서 서로 다른 기술내

공지의 해결수단에 대한 대체안을 찾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심리는 (1) 선행

용을 조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내는 과제로 감축될 수 있다. 이

기술의 범위 및 내용을 결정하고, (2)

경우 대체안이 진보성을 포함하는지

선행기술과 당해 청구항의 차이를 확

o만약 독립항이 창조성을 구비한 경

는 아래의 E항에 설명된 기준을 사

정하며, (3) 2차적 사항을 고려하는

우에는 그 독립항의 종속항에 대한

용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것과 동시에 당업자의 수준을 결정하

창조성은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o둘째,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객관적

o심사기준

인 과제는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o심사관은 그 장치가 해결하려고 하는

발명의 창조성 구비여부는 전리법 제

있는 과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

문제의 해결수단이 발견된다는 합리적

2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

여야 한다. 이 경우 선행기술은 출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관련 기술을 조

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

인이 출원시에 실제로 알고 있던 것

사한다.

에는 특별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과는 다를 수 있으며, 아울러 발명이

진보의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출원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부터 읽혀

oKSR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제103조에 근거한 거절을 뒷받침하는

3.2.1 특별한 실질적 특징보호를 요

있기 때문에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핵심은 청구된 발명이 자명한

이유를

구하는 발명의 기술방안이 선행기술

밝혀진 선행기술 특히 조사보고서에

명확히 지적하는 것임을 밝혔다. 자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아니

언급된 선행기술에 나타난 사실의 관

하다는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의

하면 특별한 실질적 특징이 있는 것

점에서 과제를 재구축하여야 할 가능

예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이며, 용이하면 실질적 특징이 없는

성이 있다(가이드라인 C-IV 11.7.2).

(1)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것이다. 이 심사기준에 따라 보호를

공지의 방법에 따라 선행기술의 요소

요구하는 발명의 기술방안이 선행기

o마찬가지로 설명된 과제의 해결수

를 조합한다.

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지 여

단이 사소하거나 또는 선행기술로부

(2)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

터 자명하게 보여도 과제를 주의 깊

단순히 공지의 요소를 다른 요소를 차

의 3단계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게 분석하면 논리적으로 청구된 발명

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진보성을 틀림없이 포함하고 있으

(3)유사한 장치(방법 또는 제품)를 개

(1)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확정

며, 그것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부

량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의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은 선행기술 중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한 주합

판단한다. (심사지침서 2406, 2407)

① 최적 재료의 선택·설계변경 등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지의

2.2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재료 중에서의 최적 재료의 선택, 수

2.2.1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

치 범위의 최적화

는 것

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

(1) 인용발명 내용 중의 시사(示唆)

에 동반하는 설계변경 등은 당업자의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이며 차이점

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

이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

밖에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

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는 근거가 없는 한 통상은 그 발명은

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를 수 있는 것

(2) 과제의 공통성

이라고 생각된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② 단순한 주합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각각이

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관련되어 있

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지 않고 발명이 각 사항의 단순한 조

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합(단순한 주합)인 경우에도 그 밖에

(3) 기능․작용의 공통성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는 한 그 발명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작 능력의 발휘의 범위 내이다.

또는 호적화, 균등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

(2) 동기가 될 수 있는 것

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① 기술 분야의 관련성

(4) 기술분야의 관련성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해 관련된 기술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기

분야의 기술 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술을 출원발명에 적용할수있다는 것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

발휘이다. 예를 들면 관련된 기술분야

항에 기재된 발명을용이하게 발명할

에 치환가능한 혹은 부가 가능한 기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

술 수단이 있을 때에는 당업자가 청

지침서 2407, 2408)

구된 발명에 도달하는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2.2.2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

② 과제의 공통성

휘에 해당하는 것

과제가 공통되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

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시켜 청구항

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

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의 유력한 근

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거가 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의 발명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과 공통된 과제를 의식한 것이라고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제가 자명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능력의

한 과제인지,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

발휘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는 과제인지에 관해 한층 더 기술 수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준에 근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

또한 다른 과제를 가지는 인용발명에

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근거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 과정에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터의 일단의 진척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을 이용한다.

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과 가장

는 발명의 핵심인 과제 그 자체에 대

(4)예측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는 개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방안을 가리

해 충실히 기재한 것이라는 것이 드

이 준비되어 있는 공지의 장치(방법

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특별한 실질적

러나는 경우도 생긴다.

또는 제품)에 공지의 기술을 적용한다.

특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5)「자명한 시도」 즉 성공에 대한

는 기초가 된다. 가장 근접한 선행기

o마지막으로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유한의 특정되

술은 통상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의

가 형성되어 버리면 이것이 일련의

며 예측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부터

기술분야와 동일하며 해결하고자 하

명백히 용이한 스텝에 의해 공지의

선택한다.

는 기술문제, 기술효과 또는 용도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수 있다는

(6)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의 공지된

가장 근접하며/하거나 발명의 대부분

것을 이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

작업은 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에 의

의 기술특징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다.

우가 많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심사

해 그 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동

설사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의 기술분

관은 이런 종류의 사후분석에 주의하

일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 설계상

야와 다를지라도 발명의 기능을 실현

여야 한다.

의 동기 또는 그 외의 시장요인에 근

할 수 있으며 발명의 대부분의 기술

거하여 그 작업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다. 가장

o실무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예측 가

것을 촉진 시킬 수 있다.

근접한 선행기술을 확정할 때에는 기

능한 방법으로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

(7) 선행기술 중에 선행기술을 변경하

술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

해 심사관은 이른바 과제해결어프로

거나 혹은 선행기술의 교시내용을 조

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치를 채택한다. 이 과제해결어프로치

합하여 청구된 발명에 도달하도록 통

에는 다음의 3개의 연속적인 단계가

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인도하는 교

(2) 발명의 구별특징 및 실질적으로

있다.

시, 시사 또는 동기가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확정

1)「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있어서 발명이 실제

2) 해결하여야 할「객관적 기술적 과

o자명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객관적

제」를 확정.

각각의 이론적 근거와 전술한 이론적

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3)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목적으로

근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에 대

먼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가장

하는 기술적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청

해서는 MPEP 2143을 참조.

근접한 선행기술과 어떠한 구별특징

구된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한지 검

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 그 구별특징

토하는 것("could-would" 어프로치)

o제시된 이론적 근거목록은 모든 것을

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술효과에 근

이다.

포함한 목록은 아니다. 심사관이 자명

거하여 발명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하다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할

자 하는 기술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그 외에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발명이 실질

o제1단계에서의「가장 근접한 선행
기술」이란 그 발명에 이르는 명백한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는

개선에 대한 가장 유력한 출발점을

보다 나은 기술효과를 얻기 위하여

형성하며 단 하나의 인용문헌에 개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개량하는 기

된 특징의 조합이다. 이에는 그 이후

술임무를 가리킨다.

에 공개되는 유럽 특허출원은 포함되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인정하는 가

지 않는다. 실제로 가장 근접한 선행

장 근접한 선행기술은 출원인이 설명

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서에 서술한 선행기술과 다를 수 있다.

근접한 기술분야에서의 유사한 사용

그러므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기

법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것은 청구

초하여 재확정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된 발명의 출원일 또는 유효한 우선

하는 기술문제는 설명서에 서술된 '기

일 이전의 당업자의 시각으로부터 평

술문제'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

에는 심사관이 인정한 가장 근접한

C-IV 11.7.1)

선행기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재확정하여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

의해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

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사항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다는 논리

설계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축이 가능할 때에는 과제의 차이에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

관계없이 청구항에 관련한 발명의 진

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

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시행착오에

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의한 발견에 근거한 발명 등 해결하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심사지침

고자 하는 과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

서 2410)

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다.

2.2.3 더 나은 효과

③ 작용, 기능의 공통성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사항과 인용발

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

명의 특정사항 사이의 작용, 기능이

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

공통되거나 인용발명 특정 사항끼리

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는 것은 당업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의

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결부시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발

켜 청구항의 발명에 도달한 것의 유

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

력한 근거가 된다.

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진
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④ 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의 발명에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청구항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의 발명에 도달한 것의 유력한 근거

질은 동질(同質)이지만 인용발명이 갖

가 된다.

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3)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측할 수 없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

서 2413)

악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존재를 긍
정적으로 추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참작한다. 여기서 인용발명
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란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특유의 효과) 중 인용발명의 효
과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말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4, 2.5)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제2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객관

야 한다.

적인 기술적 과제」란 청구된 발명이

재확정 기술문제의 범위는 발명의 구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넘어 제공하

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하나의

는 기술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장

원칙으로서 발명의 기술효과는 그 분

근접한 선행기술을 변경하거나

또는

야의 기술자가 그 출원 설명서에 기

적응시키는 목적과 역할을 의미한다.

재된 내용으로부터 그 기술효과를 얻

실제로 심사관은 출원을 이에 가장

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기술문제를

근접한 선행기술에 비추어 양자 간의

재확정하는 기초로 할 수 있다.

특징의 차이(이른바「현저한 특징」)
를 검토한다. 이 방법으로 도출된 기

(3)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

술적 과제가 출원인이 출원시에 정의

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

한 기술적 과제와 다른 경우 심사관

를 판단이 절차에서는 가장 근접한

은 후자를 재정의한다. 진보적 활동

선행기술과 발명이 실제 해결하고자

의 평가에 있어서의 사후적 견해를

하는 기술문제의 관점에서 보호를 요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는

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기술적 해결수단의 시사를 포함하지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

이다. 판단과정에서 선행기술의 전체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C-III 11.7.2).

내용에 기술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o제3단계의 “could-would” 어프로

이것은 즉 선행기술내에 기술문제(즉,

치는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에 직면한

발명이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

당업자를 재촉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에서 서술

과제의 해결을 바라거나,

또는 어떠

한 구별특징을 선행기술에 적용하는

한 진보 또는 개선을 기대하여 가장

암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근접한 선행기술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 이러한 암시는 그 분야의 기술자

거기에 적응시킬(단순히 가능하지 않

가 상기한 기술문제를 만났을 경우

고 하는) 선행기술 전체적으로 교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개량할 수

가 존재하는지를 심사관이 고려한다

있도록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을

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C-IV

할 수 있도록 한다.

11.7.3) 이에 따라 발명을 정의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행기

어느 청구항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술 내에 상기한 '기술암시'가 존재하

문제는 그 청구항의 출원일 또는 알

는 것으로 판단한다.

려진 유효한 우선일 이전인지 또는

(i) 상기의 구별특징이 공지의 상식인

기술에 관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청구

경우, 예를 들면 공지의 교과서 또는

항의

기재 내에 포함되는 어떠한 것

참고서에 들어있는 재확정한 기술문

에 도달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 또는

지 여부이다. (가이드라인 C-IV 11.4)

그 기술분야에서 재확정한 기술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관용수단인 경우

o그러나 발명은 전체적으로 고려되

(ii) 상기의 구별특징이 가장 근접한

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항이「특징

선행기술과 관련된 기술수단인 경우.

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특징간의

예를 들면, 동일한 대비문건의 기타부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개개의 특징의

분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수단의 작용

기술적 효과를 조합한 것과는 다르거

이 재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

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된 기술적 효

한 발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과를 달성하는 경우 각 특징이 그 자

경우

체는 자명하여도 청구된 주제 전체는

(ⅲ)상기의 구별특징이 다른 대비문건

자명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승효

에 공개된 관련 기술수단이며, 그 대

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특

비문건에서 그 기술수단의 작용이 재

징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진보성을

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

포함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C-IV

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

11. 5).
3.2.2 현저한 진보
발명이 현저한 진보를 구비했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때에는 주로 발명이
유익한 기술효과를 구비했는지 여부
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와
같이 발명이 유익한 효과를 구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저한 진보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비하여 보다 나은 기술효과를 구비한
경우. 예를 들면, 품질개선·생산량 제
고·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2) 발명이 기술구성이 다른 기술방안
을 제공하여 그 기술효과가 기본적으
로 선행기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
는 경우
(3) 발명이 어떤 신기술의 발전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4) 발명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명확히
긍정적인 기술효과를 구비하는 경우
(심사지침 제2부 제4장 3.2.2)
o발명의 창조성을 판단할 때에 심사
관은 발명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판
단하게 되므로 발명의 창조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후 제갈량'의 실수를 범
하기 쉽다. 발명의 창조성에 대한 평
가는 주관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피
하기 위하여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발명과 비교하는 것임을 심
사관은 필히 기억하여야 한다. (심사
지침 제2부 제4장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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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유사한 기술분야로부터 선행기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

o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이 속하는

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

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

기술분야에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 수

기 위한 기준

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이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려하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여 인용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

한다. (심사지침서 2415)

구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 부여가 가능한지에 따라
행한다.
o논리의 구축은 여러 관점, 광범위한
관점에서 행해질 수 있다.
o과제가 공통된다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시켜 청
구항의 발명에 도달한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의 발
명과 공통되는 과제를 의식한 것이라
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제가
자명한 과제인지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관해 한층 더 기술
수준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하다.
o청구항의 발명의 특정사항과 인용발
명의 특정사항 사이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거나 인용발명의 특정 사항끼
리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는 것은 당
업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
시키거나 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o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의 발명
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청
구항의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4).

E.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차이점 판단

o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示唆)

o최적 재료의 선택·설계 변경 등 일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

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지의

1. 선행기술의 조합

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

재료 중에서의 최적 재료의 선택, 수

a. 구성을 조합하기 위한 교시, 시사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

치 범위의 최적화

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

기준

의 요구

또는 호적화,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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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진보성을 검토하기 위한「기술 수

o35 U.S.C. 103의 목적을 위해 선행

준」은 공통의 일반적인 지식, 일상

기술은 출원인이 노력하는 분야 내에

적 업무 및 실험을 위한 보통 수단

있는 것 또는 그 출원인이 관계하고

등의 청구된 발명의 기술분야와 관련

있는 특정 과제에 합리적으로 관련되

된 그러한 종류의 정보와 관련된 것

어 있는 것이어도 된다. 또한 출원인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노력하
고 있는 분야 내에 있는 선행기술 또

o다만, 실제로 각 발명에 대해 당해

는 출원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

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선행기술도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해결하

35 U.S.C. 103의 목적을 위해 고려될

여야 할 객관적 과제」의 정의에 촉

수 있다.

구 받은 당업자가 다른 기술분야에서
의 해결법을 탐구하는 경우 그 분야

o문제는 당업자가 발명을 설계하는 데

에서의 전문가는 그 과제해결의 적임

에 있어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자이다.

있어 지원을 위해 다른 분야를 참조하

따라서 반드시 유사하지는 않은 다른

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야로부터 당업자를 당겨올 수 있으
며, 이때의「당업자」는 양 분야의

o선행기술은 적용되고 있는 인용만으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지며 그의 진보

로 제한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을 가

성의 평가는 조합된 선행기술에 근거

지는 자의 이해도 포함된다. 선행기술

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의 인용(조합한 경우에는 복수의 인
용)은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교시

또는 시사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심
사관은 선행기술과 청구된 발명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
명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o자명성의 판단에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당업자가 발명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
는지 및 그러한 당업자가 그 지식에
비추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리
적으로 기대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지식 및 능력의 출처가 문
서에 의한 선행기술, 해당 기술분야에
서의 일반적 지식 또는 상식에 관계없
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o하나 이상의 문서, 문서의 일부 또

oKSR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교시-

o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의

는 다른 선행기술의 개시를 가장 근

시사-동기마련(TSM)의

부여는

기술자에게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를

접한 선행기술과 조합하는 것은 허용

자명성의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다수

판단절차에서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

된다. 다만, 청구된 특징 전체가 언

의 유효한 이유 부여의 하나에 지나지

술과 발명이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급된 문서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만으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이

기술문제의 관점에서 보호를 요구하

이유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지침

에 수반하는 설계변경 등은 당업자의

서 2407)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이며 차이점
이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
는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o단순한 주합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각각이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발명이 각 사항의 단순한
조합(단순한 주합)인 경우에도 그 밖
에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그 발명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의 범위 내이다.
o기술분야의 관련성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해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 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이다. 예를 들면 관련된 기술분야
에 치환 가능한 혹은 부가 가능한 기
술수단이 있을 때에는 당업자가 청구
항의 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o과제의 공통성
과제가 공통되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
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시켜 청구항
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의 유력한 근
거가 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의 발명
과 공통되는 과제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제가 자명
한 과제인지,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
는 과제인지에 관해 한층 더 기술 수
준에 근거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과제를 가지는 인용발명에
근거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 과정에
의해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에는 과제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사관은 당업

유 부여(상기의 C에 기재)도 자명하다

는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

자가 특징을 조합하였을 것(would)

는 결론을 증명하는 경우가 생긴다.

어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could)는

다. 판단과정에서 선행기술의 전체내

아니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절

용에 기술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 선행기술
내에 기술문제(즉, 발명이 실제 해결

o발명이 다수의 독립된「부분적 과

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제」의 해결법인 경우 부분적 과제마

위하여 앞에서 서술한 구별특징을 선

다 부분적 과제를 해결하는 특징의

행기술에 적용하는 암시가 있는지 여

조합이 분명히 선행기술로부터 도출

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

그 분야의 기술자가 상기한 기술문제

가 있다. 이 경우 다른 선행기술의

를 만났을 경우 가장 근접한 선행기

문서를 각 부분적 과제의 가장 근접

술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를

한 선행기술과 조합할 수 있다 (가이

요구하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드라인 C-IV 11.8).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행기
술 내에 상기한 '기술암시'가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한다.
(i) 상기의 구별특징이 공지의 상식인
경우, 예를 들면 공지의 교과서 또는
참고서에 들어있는 재확정한 기술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 또는
그 기술분야에서 재확정한 기술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관용수단인 경우
(ii) 상기의 구별특징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관련된 기술수단인 경우.
예를 들면, 동일한 대비문건의 기타부
분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수단의 작용
이 재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발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
(ⅲ)상기의 구별특징이 다른 대비문건
에 공개된 관련 기술수단이며, 그 대
비문건에서 그 기술수단의 작용이 재
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
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
(심사지침 제2부 제4장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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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행착오의 결과의 발견에 근거
한 발명 등 과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작용, 기능의 공통성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사항과 인용발
명의 특정사항 사이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거나

인용발명의

특정

사항

끼리의 작용, 기능이 공통되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
결시키거나 하여 청구항의 발명에 도
달한 것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o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의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청구항
의 발명에 도달할 수 있는 유력한 근
거가 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1)(2))

b. 선행기술의 교시 내용의 변경에 대
한 제한
예)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교시
의 수

o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진보

o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진보

성의 판단에 있어서 조합할 수 있는

성의 판단에 있어서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

선행기술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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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교시의

o35 U.S.C. 103에 근거하여 청구항을

o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조합할 수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거절하기 위해 조합할 수 있는 선행기

있는 선행기술의 개수에 특별한 제한

술의 인용 개수에 대해 제한은 없다.

은 없다.

o다만, 특징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하나 이상의 개시를 가장 근접
한 선행기술과 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시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조합된 교시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 분석

또는 적절한 이유의 결여

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o2개 이상이 다른 개시를 조합하는
것이 자명한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
관은 이하의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시 내용에 대해 당업자가 그것
을 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명시된 출처가 유사, 근접 또는
원격의 기술 분야의 것인지 여부.
3) 이러한 개시를 서로 관련짓는 것
에 합리적인 기초가 있는지 여부(즉
문헌의 한편이 명확하게 다르지 않은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2. 공통의 일반적 지식의 문제, 즉 주

o발명의 진보성은 다음의 절차에 따

o청구항의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는지

어진 특징이 공통의 일반적 지식이라

라 판단한다.

여부는 이하와 같이 판단한다.

고 합리적으로 확신하지만 이를 증명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

청구항의 발명 및 인용발명(하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입증할 문서가 없는

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복수)을 인정한 후 논리 구축에 가장

경우 등), 심사관이 청구항을 거절할

의 특정방법은 제3장의 신규성 판단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선택하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과 동일하다.

청구항의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

(2)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이 경우에

여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사항과 인용

인용발명의 특정방법은 제3장의 신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치점·

성 판단과 동일하다.

차이점을 분명히 한 다음, 이 인용발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

명이나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 기술

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

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

비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한다.

로부터 청구항의 발명에 대해서 진보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

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구축을 시도한다. (심사기준 제Ⅱ부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제2장 2.4(2))

a. 공통의 일반적 지식에만 기초를 두
는 경우

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
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

o기술상식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

알려져 있는 기술(주지기술, 관용기술

어 판단한다.

을 포함한다) 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

(5)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명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술」이란 그 기술 분야에 있어 일반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

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이며 예를

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들면 이에 관한 상당수의 공지문헌이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

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

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하며, 또한

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이면서 자

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할 때

주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

사기준 제Ⅱ부 제2장 1.2. 4(3))

사항을

말한다.

또한「주지기

단한다. (심사지침서 2406, 2407)
o주지·관용 기술은 거절이유의 근거
o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가 되는 기술 수준의 내용을 구성하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

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인용할 때에는

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

그것을 인용발명의 인정의 기초로서

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이용하는지, 당업자의 지식(기술상식

것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

등을 포함한 기술수준) 또는 능력(연

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구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 에 해당하는

이용하는 능력이나 통상의 창작 능력)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

의 인정의 기초로서 이용하는지에 관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다른 한편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지
여부)(가이드라인 C-IV, 11.8).

o심사부는 제1단계에서 거절이유를

o적절한 특정 상황에 있어 심사관은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공

거절을 행할 때 기록에 없는 사실의

통의 일반적 지식에 근거하여 청구항

공고를 실시하는지 또는「일반적 지식

에 대한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common knowledge)」에 의존할 수

다만, 출원인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있으나 이러한 거절은 신중하게 적용

않는 경우에 심사부는 거절이유에 대

하여야 한다.

한 증명 참조 문헌을 언급하여야 한다.
o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증거 없이 거
o심사관은 증거가 되는 문헌을 작성

절의 주된 증거로서 기술에 관한「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입장을 확신하는

반적 지식」만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

경우에만 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하지 않다. 합중국 특허 심판판결집

주장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어떠한

제2집, 제59권 1693, 1697페이지(연

경우에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강하

방 순회항소법원, 2001년)의 In re

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Zurko사건을 참조.

o심사 서류는 일반 열람을 위해 공
개되기 때문에 심사관이 제시한 자명
성의 거절이유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
해 이후의 이의절차에서 주장하기 위
한 증거를 이의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었던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
당하다는 것을 출원인은 인식할 것이다.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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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계없이 예시할 것도 없을 때를 제외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

하고 가능한 한 문헌을 제시한다. (심

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

사기준 제Ⅱ부 제2장 2.2.8 (2))

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
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다.

o본원의 명세서 중에 본원 출원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은 출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

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종래기술의

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공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

당시의 기술수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된다. (심사지침서 2410)

서 이를 인용하여 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

o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2.8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

(3))

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
로 인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6)

b. 공통의 일반적 지식을 몇 개의 공
개된 선행기술과 조합하는 경우

oE.2.a 참조.

oE.2.a 참조.

유럽 특허청

oE.2.a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거절시에 심사관은 선행기술의 인용
과 공지 사실 또는 「일반적 지식」을
조합할 수 있다.
o공지 사실을 조합하는 경우 이유 부
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심사관은 일반적 지식이
라는 자기의 결론을 증명하는 기술적
및 과학적 이유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개개의 사실 인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o심사관은 당해 기술 중에서 공지의
것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적인 지
식에 의존하는 경우 그 인정을 뒷받침
하는 각각의 사실에 근거한 진술 및
설명을 기재한 선서공술서

또는 선언

서를

37

제출하여야

한다.

CFR

1.104(d)(2) 참조.
o일반적 지식에 관한 진술이 행해진
특허상표청의

의견제출통지

(Office

Action) 후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거절

항목 및 부항목

3. 선행기술과 본원발명의 차이점을
평가하는 기준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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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적절히 반론할 수 있도록 심사
관은 출원인에게 당해 주제가 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대한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여야 한다.
o이러한 인정에 적절히 반론하기 위해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한 처분(의견제
출통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 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야 한
다. 이에는 심사관이 인정하는 사실이
일반적 지식

또는 당해 기술에 있어

서의 주지의 사실이 아닌 이유의 진술
이 포함된다. 37 CFR 1.111(b) 참조.
o출원인이 심사관의 공지 사실이라는
주장에 반론하지 않거나 또는 출원인
의 반론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
은 특허상표청에 의한 다음의 처분 중
에서 출원인이 심사관의 공지의 주장
에 반론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반론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적 지식 또는
당해 기술에서의 주지의 사실이라고
심사관이 주장한 사실이 선행기술이라
고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반론이 부적절한
경우 심사관은 부적절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포함하여야 한다.

주기. 이하의 서브 섹션 "a"부터 "d"
까지의 최초의 판단 테스트는 신규성
테스트이다. 이하의 경우 범위의 일
부는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1) 명백히 공지의 범위보다 좁다.
2) 선행기술 내의 구체적인 예 및 공
지 범위의 상하한으로부터 충분히 제
외되고 있다.
3) 선행기술로부터의 임의의 표본은
아니다(가이드라인 C-IV, 9.8).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a. 온도 또는 그 외의 수치범위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o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o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지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

의 재료 중에서의 최적 재료의 선택,

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

수치범위의 최적화

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

것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

용에 수반하는 설계변경 등은 당업자

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통상의 창작능

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이며 차

력의 발휘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

이점이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경우는

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밖에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할 수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

있는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

제2장 2.5(1))

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
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
다. (심사지침서 2410)

또는 호적화, 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범위의 일부 또는 중첩되는 범위의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비자명성에 대한 판단은 비자명의 목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신규하며 예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상되지 않은 효과 또는 예상되지 않

한다.

는 이점을 포함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o통상 농도 또는 온도의 차이는 그러
o한편, 단순한 대용, 공지 기술로부

한 농도 또는 온도가 임계적임을 나타

터 선택할 가능성이 동등한 대체물의

내는 증거가 없는 한 선행기술에 의해

선택 또는 추정 혹은 일상적인 시행

포위된 주제의 특허성은 뒷받침되지

착오 또는 보통의 설계 절차에 의해

않는다.「청구항의

달성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가능

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 경우 일상적

성으로부터의 선택은 진보적인 활동

인 실험에 의해 최적 또는 실행 가능

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거절된다.

한 범위를 발견하는 것에 진보성은 없

일반적 조건이 선

다.」(In re Aller 사건, 합중국 특허
심판판결집, 제105권 233, 235페이지
(관세 특허 항소법원, 1955년)).
o온도 또는 그 외의 범위가 종류가 다
르고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새로
운 또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
는 경우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o이를「임계(critical)」범위라고 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임계성(criticality)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b. 형상 또는 구조

o E.3.a 참조.

oE.3.a를 참조.

c. 재료 또는 부품

o E.3.a 참조.

oE.3.a 참조.

d. 크기, 비율 또는 양

oE.3.a 참조.

oE.3.a 참조.

유럽 특허청
oE.3.a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

미국 특허청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o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통
상이 아닌 또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형상 또는 구조의 변경
인 경우 진보성은 없다.
oIn re Dailey 사건(합중국 특허 심판
판결집,

제149권

47

페이지(CCPA

1966))에서 법원은 청구된 일회용 플
라스틱제 수유용기(nursing container)
의 구조는 청구된 용기 특유의 구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통상의 기술을 가
진 자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는 선택
의 문제라는 판결을 내렸다.

oE.3.a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o청구된 발명이 다른 재료에 의해 선
행기술과 구별되고, 그 재료가 의도하
는 용도에 대해 적합하다는 것에만 기
초하여 선택된 경우 재료의 변경에 의
해 생기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의 시사
가 없으면 진보성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oE.3.a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o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구
성요소의 크기, 비율 또는 양의 변화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e. 역의 요소 또는 부품

한국 특허청

o E.3.a 참조.

일본 특허청

oE.3.a 참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이며, 이러한 요소가 조합되어 선행기
술에 나타난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실
행하여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주지 않
는 경우 진보성은 없다.
oGardner v. TEC Systems, Inc. 사건
(합중국

특허

777페이지(연방

심판판결집

제220권

순회항소법원,1984

년), cert. denied, 합중국 특허 심판
판결집 225권 232페이지(1984))에서
법원은 선행기술과 청구항 간의 차이
가 청구된 장치의 상대적인 치수의 기
재이며, 상대적인 치수를 가지는 청구
된 장치가 선행기술의 장치와 달리 동
작하지 않는 경우 청구된 장치는 선행
기술의 장치와 별도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oE.3.a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o청구된 발명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작동하는 요소 또는 부품을 역으로 함
으로써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진
보성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oIn re Gazda 사건(합중국 특허 심판
판결집, 제194권 400페이지(관세특허
항소법원, 1955년))에서는 선행기술로
자동차의 핸들 지주에 장착되어 시계
의 나사를 감는 기어가 핸들과 함께
움직이는 시계를 개시하였다. 법원은
시계를 핸들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 단
지 반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자명한 기
피(expedient)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f. 생략된 요소 또는 부품

o E.3.a 참조

oE.3.a 참조

g.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

o E.3.a 참조.

oE.3.a 참조.

o인용발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o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 용도가

사이에 단순한 용도의 차이만 있는

인용발명의 의약 용도와 다르다 하더

경우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도 출원 전의 공지기술, 기술상식에

단순한 용도의 차이란 구성의 차이가

의해 양자 사이의 작용 기능에 있어

있는 양 발명에 있어서 그 차이가 용

서의 관련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

도의 차이로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에는 유리한 효과 등 그 밖에 진보성

용도의 차이가 타 구성으로부터 도출

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되는 용도 상호간의 차이에 불과한

통상은 본원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부

경우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2517)

정된다. (심사기준 제Ⅶ부 제3장 의약
발명 2.3.1.1(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생략이 상업적인 이유인 경우 예컨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대 장치의 가격을 내려 그 결과 품질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의 열화가 되는 경우 진보성은 없다.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o생략의 결과 예상되지 않은 일로
품질이 동등

또는 향상된 경우 또는

o청구된 발명이 요소 및 그 기능의 생

현재의 기술적인 의견과 완전히 반대

략에 의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로 된 경우 이는 진보성의 긍정적인

이러한 생략에 의해 생기는 예상되지

시사로 간주된다.

않은 결과의 시사가 없으면 진보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oIn re Larson 사건(합중국 특허 심판
판결집, 제144권 347페이지(관세 특허
항소법원, 1965년))에서 법원은 선행
기술의 액체운반장치의 화물 운반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의 구
조 및 축은 이 특징이 바람직하지 않
은 경우 생략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
다는 판결을 내렸다.
o요소의 생략 및 그 기능의 유지는 비
자명성의

증거라는

것에

주의한다.

In re Edge 사건(합중국 특허 심판판
결집, 제149권 556페이지(관세 특허항
소법원, 1966년)) 참조.

o화학 이외의 발명의 경우 신규하고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o용도발명은 공지제품을 새로운 목적

예상되지 않은 효과가 포함되지 않는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제

이상 기존 방법의 신규 용도에 진보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품의 신용도가 예측하지 못한 효과를

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다.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는 특

o어떠한 기술적인 난점이 동시에 극

o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의 용도와 유

구비하므로 발명은 창조성을 구비한

복되었을 경우 기존 제품의 신규 용

사하지 않고,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

다. 예를 들면 목재살균제인 펜타클로

도는 진보적으로 될 수 있다.

에 의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그

로페놀제재를 제초제로 사용하여 예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에 의해 생기는

상치 못한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그

o다만, 후자의 경우 EPC 제53조(c)

기대되지 않은 결과의 시사가 없으면

발명은 창조성을 구비한다.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체 또

진보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용도가 단지 공지 재

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는 동물의 몸에 실시되는 외과적, 치

료의 공지 성질을 사용하는 것은 창

료적 및 진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조성을 구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물질 또는 조성물에 관한 특수한 용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윤활유를 같은 기술분야에서 절삭유

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로 사용하는 것은 창조성을 구비하지

1) 이러한 물질 또는 조성물은 이러

한다.

못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4장 4.4)

항목 및 부항목

h. 선택발명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o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는 상위개념

o선택발명이란

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분야에 속

된 발명에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

하는 발명으로서, 간행물에서 상위개

명으로, 인용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

념으로 표현된 발명 또는 사실상 또

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의

는 형식상 선택요소로 표현된 발명으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로부터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

하여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념으로 표현된 발명 또는 당해 선택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물건의

구조로부터

최적(最

요소의 일부를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適) 또는 호적(好適)한 것을 선택하는

사항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발명을 선

것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의 통상의 창

택한 것에 있어서 전자의 발명에 의

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택발명이

말한다. 따라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선택발명이

가질 경우에는 그 선택발명은 진보성

될 수 있다.

이 인정될 수 있다.(심사지침서 2411)
o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은 유리한 효
과로서 간행물에서 상위개념으로 나
타난 발명이 가지는 효과와는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하게 뛰어
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이 당해 기술
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진보성을 가
진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3)
③)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한 방법에서의 용도에 대해 이전에

o청구된 발명이 선행기술의 용도와 유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EPC 제54

사한 용도의 변경 또는 제한에 의해

조(4)의「제1차 의학적 적용」) 특허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그 용도의

를 받을 수 있다.

변경 또는 제한에 의해 생기는 예상하

2) 물질 또는 조성물이「 제1의약용

지 않은 결과의 시사가 없으면 진보성

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지인

을 포함하지 않는다.

경우에도 제54조(5)에 따라 청구된
용도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면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의「제2의약용
도」를 위한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
(상세한 것은 가이드라인 C-IV 4.8
에서 설명하고 있다).

o선택발명의 주제는 그것이 선택된

o자명성의 문제는

Graham v.

John

o선택발명은 선행기술에 공개된 비교

세트의 일부

또는 범위의 일부를 나

Deere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판시

적 넓은 범위에서 선행기술에 언급되

타낸다는 점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야

지 아니한 작은 범위 또는 개체의 발

술과는 차이가 있다. 제품 또는 방법

한다.

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리

의 훨씬 폭넓은 기존의 범위로부터

킨다. 선택발명은 화학분야에서 자주

선택된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방법에

o먼저 개시된 발명에 광범위한 구성요

볼 수 있는 발명의 유형으로 그 창조

있어서 진보성이 있는지의 통상의 기

소 또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경우 특정

성의 판단은 주로 발명의 기술효과를

준은 예상되지 않는 기술적 이점 또

구성요소 또는 하위개념의 아이디어가

참고한다. 만약 선택발명의 기술방안

는 효과가 발생되는가 하는 것이다.

선택되어 그들이 특히 중요하거나 또

이 예측하지 못한 기술효과를 얻을

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수 있다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

o선택이 특정 기술적 효과와 관련되

당해 기술에 있어서 청구된 구성요소

저한 진보를 구비한 것이므로 창조성

는 경우 및 당업자를 선택으로 이끌

또는 하위개념의 아이디어의 임계성을

을 구비한다.

어내기 위한 힌트가 없는 경우 진보

제시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

예를 들면, 선행기술의 대비문건에는

성은 인정된다. (선택된 범위 내에서

우에는 진보성을 포함하는 선택발명이

클로로포름산를

발생되는 기술적 효과는 보다 넓은

발생될 수 있다.

원재료 1mol 메르캅탄내의 촉매제 카

기존의 범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다만, KSR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적하

르복실산 아미드와 요소의 비율이 >

와 동일하여도 그 정도는 예상되지

고 있는 바와 같이「통상의 기술을 가

0~100mo1%이며, 실시예에는 촉매제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진 자가 자신의 기술적 파악 내에 알

용량은 2~13mo1%이며, 촉매제 용량

려진 선택사항을 추구하는 상당한 이

이 2mol %이상일 때부터 생산성이

o결과적으로 비자명성은 당해 기술

유를 가지고 있는」경우「한편, 이것

증가되기 시작하며 그 기술분야의 전

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거나

이 예상된 성공으로 이끈다면 발명의

문가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

또는 어떠한 개선 또는 기술적 이점

산물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 및 상식의

반적으로 촉매제의 용량을 증가하는

을 기대하여 당업자가 선택한 적이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합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있는지 또는 당업자가 중복된 범위를

을 시도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선택한

선택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

35 U.S.C. 103에 근거하여 증명될 가

기술방안이 예측하지 못한 기술효과

정된다. 그 대답이 반대이면 청구된

능성이 있다」(KSR사건, 미합중국 특

를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주제는 진보성을 포함한다.

허심판판결집 제2편, 제82권 1397페

그 선택발명은 창조성을 구비한다.

이지).

다만, 그 발명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

제조하는데

있어서

진 다양한 기술방안으로부터 하나를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I. 그 외

o 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4.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시사

o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o과제가 공통되는 것은 당업자가 인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

용발명을 적용하거나 연결시켜 청구

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

항의 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의

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유력한 근거가 된다. 인용발명이 청구

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지침서

항의 발명과 공통되는 과제를 의식한

2407)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
제가 자명한 과제인지, 용이하게 생각

o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示唆)

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한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

층 더 높은 기술수준에 근거한 검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선택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조
성을 구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선
행기술에는 많은 가열방법이 존재하
고 있는데, 발명은 공지된 가열화학반
응 중에서 공지의 전기가열법을 선택
하였다면, 이러한 선택발명은 예측하
지 못한 기슬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창조성을 구비하지 못한다. 만약 발명
이 가능하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구
체적인 크기 ·온도범위 또는 기타변
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은
그 분야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수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은 창조성을 구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공지의 반응방법 발명에서
그 특징이 불활성 기체의 유속을 특
정하는데 있는데, 그 유속은 해당 기
술분야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계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발명
은 창조성을 구비하지 못한다. (심사
지침 제2부 제4장 4.3)

o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o심사관은 출원 및 당해 선행기술에

o자명성의 판단에서는 청구된 발명을

(3)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그 분야

관한 자신의 완전한 지식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특정 동기 마련 또는 발명자

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객관적인 방법

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모두 그 판

를 판단

으로 확립한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단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분석

이 절차에서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확립된 과제는 반드시 출원인이 명세

은 청구된 발명이 모든 사실을 검토한

과 발명이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기

서에 기재한 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결과 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에게 있

술문제의 관점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어

발명이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한다.

103(a) 참조)

자명한지

여부이다.(35

U.S.C.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판
단과정에서

선행기술의

전체내용에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

를 필요로 한다. 또한 다른 과제를 가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

지는 인용발명에 근거한 경우에도 다

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른 사고과정에 의해 당업자가 청구항

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지침

의 발명의 특정사항에 도달하는 것이

서 2407)

용이한지 논리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에는 과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청구항

o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시행착오의 결과의 발견에 근거한 발

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명 등 과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

도 마찬가지이다. (심사기준 제Ⅱ부

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제2장 2.5(3)②)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08)

5. 청구된 발명의 효과의 시사

o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示唆)

o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

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

악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긍정적으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

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참작한다. 여기서 인용발명과 비교하

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사지침

여 유리한 효과란 발명을 특정하기

서 2407)

위한 사항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특유
의 효과) 중 인용발명의 효과와 비교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하여 유리한 것을 말한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이를 위해 심사관은 출원 및 가장

기술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

근접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구조 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즉 선행기술 내

는 기능에 대한 몇 개의 특징에 관해

에 기술문제(즉, 발명이 실제 해결하

차이를 찾아낸다.

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앞에서 서술한 구별특징을 선행

o단독의 특징 또는 다른 특징과 조

기술에 적용하는 암시가 있는지 여부

합한 특징이 발명의 기술적 성질에

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대해 어떤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보이

그 분야의 기술자가 상기한 기술문제

지 않는 경우 그 특징은 진보성의 평

를 만났을 경우 가장 근접한 선행기

가와 무관하다.

술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o다만, 청구항이 기술 이외의 분야에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행기

서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인용하는

술 내에 상기한 '기술암시'가 존재하

경우 이것은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

는 것으로 판단한다.

과제의 골조의 일부로서 과제의 형성

(i) 상기의 구별특징이 공지의 상식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합

경우, 예를 들면 공지의 교과서 또는

법적이다 (가이드라인 C-IV 11.7.2).

참고서에 들어있는 재확정한 기술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 또는

o과제 자체가 신규하며 또한 진보성

그 기술분야에서 재확정한 기술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를 해결하기 위한 관용수단인 경우

있다. 이러한 경우 청구항에 표현된

(ii) 상기의 구별특징이 가장 근접한

과제에 대한 해결법은 필연적으로 다

선행기술과 관련된 기술수단인 경우.

른 과제의 자명한 해결수단이 아닌

예를 들면, 동일한 대비문건의 기타부

한(이른바「일방통행」의 상황) 진보

분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수단의 작용

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재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발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ⅲ) 상기의 구별특징이 다른 대
비문건에 공개된 관련 기술수단이며,
그 대비문건에서 그 기술수단의 작용
이 재확정한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발명의 구별특징의 작용과 동일한
경우(심사지침 제2부 제4장 3.2.1)

oEPC는 특허성을 가지는 발명이 기

o비자명성에 부가하여 효과는 필요하

o창조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술적 진보

지 않다.

기술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발명의 창

또는 유용한 효과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조성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유리하다.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무

o청구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넘는 효과

본 장 제3.3.3절에 따라서, 만약 발명

엇보다 기술수준에 관한 유리한 효과

를 설명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청구항

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비하여

가 있으면 그것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은 청구항 내에 다른 구조가 없으면

예측하지 못한 기술효과를 구비하고

야 하고(EPC 규칙 42(1)(c)), 그러한

구별되는 한정의 효과를 제공하지 않

있다면 그 기술방안이 특출한 실질적

효과는「진보성」의

중요한

기 때문에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징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영향을 미친다.(가이드라인 C-IV 1.3)

일응 유리한 자명성은 단지 선행기술

필요없이 창조성을 구비한 것으로 확

결정에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o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주1)

여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

에는 이를 참작하여 당업자가 청구항

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

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명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

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시도한다.

의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

그리고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의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도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에 용이하

주1)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 논리를 구축할 수 있을 때에는 진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보성이 부정된다.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6. 비교 테스트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

o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효과가

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범위를 넘은 현저한 것에 의해 진보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서

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심사

2413)

기준 제Ⅱ부 제2장 2.5(3))

o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o명세서에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인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

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는 명

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기되어 있지 않으나 명세서 또는 도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

면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인용발명

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

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통해

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결과)된 효

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할 때

과를 참작한다. 그러나 명세서에 기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또는 도면의

판단한다. (심사지침서 2407)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추론할 수 없는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된 효과는 참
작해서는 안 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3)②)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다만,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에서 제시된 추가적인 효과 또는 잠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장 제3.2절에

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불리한 변경

적인 특성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

서술된 방법을 통하여 발명의 기술방

이며, 당업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예

로는 반증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할 것.

안이 그 기술분야의 기술자에게 있어

측 또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이

Lantech Inc. v. Kaufman Co. of

서 용이하지 아니하며 또한 유익한

예측 가능하고 불리한 변경이 예상되

Ohio Inc.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

기술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지 않는 기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

결집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조성을

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진보성을 포

1077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1989

구비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

함하지 않는다.

년)(미공개)) 참조. (「선행기술이 제

명이 예측하지 못한 기술효과를 구비

시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효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너무 강조해

o발명이 선행기술의 장치에 대한 임

과를 추가하여 기재한 것은 특허를 받

서는 안 된다.(심사지침 제2부 제4장

의의 비기능적인 변경의 결과인지 또

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성을 주

5.3)

는 생각될 수 있는 다수의 해결법으

지는 않는다」).

제2편,

제12권

1076페이지,

로부터의 단순한 임의의 선택인 경우
에도 똑같은 접근방법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C-IV 11.9. 1)

oII.D.2를 참조.

o비교 테스트는 보통 미국 특허상표청
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일응 유리한 자
명성의 케이스를 설정한 후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증으로서 제
출된다.
o비교 테스트 데이터는 청구된 발명과
그 청구범위가 일치하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사이에 있어야 한다. MPEP
716.02(b) 제Ⅲ항을 참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인용발명 특정사항과 청구항의 발명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의 특정사항이 유사하거나 복수의 인

a. 예상되지 않는 결과가 비자명성의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용발명의 조합에 의해 일견 당업자가

판단에 불가결한 기준인 경우(선택발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용이하게 이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명 및 기존의 요소의 조합에 의해 이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경우에도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

루어진 발명)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및 인용발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명이 가지는 것과는 이질의 효과를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가지는 경우, 혹은 동질의 효과이지만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현저하게 뛰어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이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사실에 의해 진보성의 존재가 추인된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3)①)

7. 예상되지 않는 결과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
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서
2413)

b. 예상되지 않는 결과가 2차적인 기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준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악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존재를 긍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실로서 참작한다. (심사기준 제Ⅱ부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제2장 2.5(3))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조합발명(즉 공지의 기술적 특징의

o일응 자명성이 입증되는 경우 일응의

집합에 기초한 발명)의 경우, 특징

자명성에 대한 반론 또는 반증 혹은

사이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은 각각의

그 양쪽 모두를 제출할 책임은 출원인

특징의 기술적 효과를 조합한 것과는

에게 있다.

다른(예를 들면 그 이상의) 조합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가

o반증에는 청구된 발명이 예상되지 않

이드라인 C-IV 11.5)

은 개선된 특성 또는 선행기술에 존재
하지 않는 특성을 생성한다는 증거가

o선택발명(즉 공지의 세트

또는 범

포함될 수 있다. 예상되지 않은 결과

위로부터 선택된 세트의 일부 또는

에 대한 시사는 의견서 또는 추론이

범위의 일부에 근거한 발명)의 경우

아닌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선택은 선행기술 내에 당업자를 선택
으로 이끄는 힌트가 없는 특정 기술

o보통 예상되지 않은 결과는 비자명성

적 효과와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증거로서 비율, 범위, 화학적 순도,

(가이드라인 C-IV 11.11)

제조 공정 및 선택발명을 포함하는 경
우에 제시된다.

o다만, 선행기술과 관계가 있고 당업
자가 청구항의 표현에 포함되는 어떠

o예상되지 않은 결과의 증거가 제시되

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

지 않는 경우 발명은 광범위의 개념,

(즉 택일적 수단의 결여에 의해「일

범위, 비율 등을 교시하는 선행기술에

방통행」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 예

비추어 자명하다.

상되지 않는 효과는 단순히 「보너스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청

o실제로 선행기술의 화합물이 특정 효

구항의 발명에 진보성이 없다. (가이

과를 발휘하는 경우 그 효과가 선행기

드라인 C-IV 11.9.3)

술에 있어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원인의 그 효과의 인식만으로는 청
구된 화합물을 선행기술과 구별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In re Dillon 사
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결집

제2편,

제16권 1897 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
원, 1991년)).

o예상되지 않는 또는 경이적인 혹은

o예상되지 않은 결과는 자명성의 판단

그 양쪽 모두의 결과는 청구된 발명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

과 선행기술을 비교할 때 추가적인

에 지나지 않는다.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o자명성의 판단은 2차적인 고려사항
과 제시된 예상되지 않는 결과를 고려
하여 증거 전체를 검토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출원인이 반증을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기록 전체에 비추어 최초의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
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서
2413)

c. 예상되지 않는 효과(결과)가 진보
성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가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인용발명의 특정사항과 청구항의 발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명의 특정사항이 유사하거나 복수의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인용발명의 조합에 의해 당업자가 용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이하게 이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우에도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및 인용발명과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는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 혹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은 동질의 효과이지만 현저하게 뛰어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이 당해 기술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실에 의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해 진보성의 존재가 추인된다. (심사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기준 제Ⅱ부 제2장 2.5(3)①)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
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서
2413)

8. 기타

o 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자명성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기록된 거절이유와 제시된 거절
안(proposed rejections) 및 그 근거
를 모두 다시 살펴 계속 실행할 것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허 상표청은
인정에 의해 결론이 어떻게 뒷받침 되
는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아울러 그
인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MPEP 2141의 제V항을 참조.

o실무에서의

효과는「예상되지

못

o예상되지 않는 결과는 출원인에 의해

한」것, 즉 예측이 불가능한 것임이

자명성의 유리한 시사를 반증하기 위

요구된다. 이 요건은 효과가 반드시

한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다. 제출된

유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증거는 그 결과가 신규하며 예상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특
허상표청의 실무에서는 예상되지 않는
결과가 진보성을 포함하는 효과일 것
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o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F. 통상의 기술수준의 결정

o당업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

o당업자란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1. 당업자, 평균적인 전문가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

야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것

a. 기대되는 지식의 양 및 숙련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모두를 스스로의 지식으로 할 수 있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

는 자를 상정한 것이다. 또 당업자는

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전의 기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관련

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된 기술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로 할 수 있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장 2.2(2))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
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
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여기서

「기술수준이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 이외에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402)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당업자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o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는 발명시에

*기준일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통의

관련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정

일반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되는 가상 인물이다. 통상의 기술수준

보통의 실무가.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이하의 것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 특히 조사

이 있다.

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을 입수 가능하다.

(1)「해당 기술에서 검출된 과제의 종류」

*일상적 업무 및 실험을 위한 보통

(2)「그러한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수단 및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해결책」

*추정된 교육 및 경험에 적절한 기술

(3)「혁신되는 속도」

상식을 보유하고 있다.

(4)「기술의 세련도」
(5)「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자

o과제를 촉구 받은 당업자가 다른

의 교육 수준」

기술분야에서의 해결수단을 탐구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든 요인이 제시

경우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그 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나

제해결의 적임자이다. 따라서 해결법

또는 복수의 요인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 진보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평가

경우도 있다. In re GPAC 사건(미합

는 그러한 전문가의 지식과 능력에

중국 특허심판판례집 제2편, 제35권

기초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C-IV

1116페이지,1121페이지(연방순회항소

11.3)

법원, 1995년))

o진보성을 심사할 때 당업자에 의해

o상기의 요인에 부가하여 심사관은 당

고려되는 기술수준에는 출원 또는 특

업자의 지식과 기능을 나타내는 그 자

허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수준

신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의존할 수 있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야 및 적절한

다. 법원은 심사관과 심판관은「당해

경우 이들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심사·심판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있어

일반적 분야에서의 기술수준도 포함

서 과학지식을 가진 자」이며, 그 인

된다.

정은「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에 있
어서 선행기술 문헌이 무엇을 의미하

o한편, 거리가 먼 기술분야에서의 선

는지 하는 점에 대해 그들 자신의 과

행기술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숙지하

학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판시

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In re Berg 사건(미합중국 특
허심판판례집 제2편, 제65권 2003 페
이지, 2007 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2003년))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b. 통상의 기술자/평균적인 전문가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o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o「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어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이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하,「당업자」라 한다.) 란 본원발명

당업자라 한다)이다. 당업자란 출원전

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출원시의 기술

의 해당 기술분야 기술상식을 보유하

상식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위한 통

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며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변경 등의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며,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한편,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수 있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상

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정한 것이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분야에서의

2.2(2))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
하고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
이다. 여기서「기술수준 이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
이외에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의 기술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의
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402)

c. 당업자로 이루어진 팀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o한 사람보다 복수의 기술분야로부터
의「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생
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심
사기준 제Ⅱ부 제2장 2.2(2))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국내의 당업자는 평균적인 숙련 및

o「통상의 기술을 가지는 자는 통상의

o발명이 창조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진보성을 가지

창작력을 가지는 자이며 자동 기계는

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의 지식

는 숙련(inventive skill)은 구비하고

아니다」. KSR 사건(합중국 특허 심판

및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있지 않으며, 해당 기술에 있어서 공

판례집 제2편, 제82권 1385 페이지,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통의 일반적 지식으로 무엇이 있는지

1397 페이지(2007년)). 전술한 요인도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나의

를 알고 있는 보통의 실무가(a.를 참

참조.

가상적인 '자'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조)로 간주된다.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의 모든 보통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o이 기준으로 되는 가상적인 자에게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

기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케이

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

스마다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
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술문제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을 찾도
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일 이전의 관련 선행기술 ·보통기술
지식 및 일반적인 실험수단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개념
을 설정하는 목적은 심사표준을 통일
하여 가능한 심사관의 주관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데 있다.(심사지
침 제2부 제4장 2.2)

o개인보다 당업자로 이루어진 팀(예
를 들면 각 당업자가 보통 기술자의
지식 및 숙련도를 구비한 연구

또는

생산팀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
한 경우도 있다.

o정의 없음.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항목 및 부항목
이하의 2. 내지 9.에 제시된 기준에
관한 예비지식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o심사관은 출원인의 공헌을 살펴보
기 전에 당업자가 직면하고 있던 기
술수준 전체를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제
출한 증거에 주위를 기울여 이것과
다른 관련 요인의「실상」을 평가하
도록 하여야 한다.
o심사관은 발명의 배경에 관해 공지
사실의 모든 것을 참작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의견 또는 증거로 공정
한 평가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예를 들면, 발명이 상당한 기술
적 가치가 있는 것인 경우 특히 그것
이 신규하며 예상되지 않은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것이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항 중에
포함된 하나 또는 복수의 특징과 관
련된 것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
우 심사관은 그러한 청구항에 진보성
이 부족하다는 거절이유를 삼가하여
야 한다. (가이드라인 C-IV 11.9.2).
o이하의 2. 내지 9.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공지의 2차적 시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
어 자명한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대
한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o심사 단계에서 2차적 시사를 알 수
있는 한 심사관은 이러한 기준을 참
작한다.
o다만, 확립된 판례에 따라 단순히 2
차적 시사에 대한 조사는 기술적으로
숙련된 진보성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
다. 2차적 시사는 진보성을 평가할
때 유용한 보조적 요소지만 이것은
의심스러운 경우 즉 선행기술의 객관
적인 평가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계가 있다.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항목 및 부항목

2.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요망

한국 특허청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일본 특허청

o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출원시의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
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려
하며 인용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의해 실시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4(1))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o발명이 장기간 당업자가 해결하려

o객관적 증거(「2차적 고려사항」이라

o어떤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난제에 대

고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지

고 하는 경우도 있다)에는 오랜 세월

하여 인간이 오랫동안 해결을 갈망해

또는 장기간 요망되고 있던 필요성을

해결되지 않았던 필요성이 포함되는

왔는데 발명자가 노력을 통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 이는 진보성을 나타내

경우가 있다. 심사관은 자명성의 문제

해결되었다면 이러한 발명은 특출한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이드

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Graham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한

라인 C-IV 11.9. 4)

v.

o마지막으로 통상 그것은 그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의존하려는 출원인에 달려 있다는 것
에 유의하여야 한다.

o주장된 과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이

것이므로 창조성이 있다. 예를 들면,

판시한 사실심리의 일부로서 평가하여

농장이 생긴 이래로 인간이 농장 가

야 한다.

축(예를 들면 젓소)의 신체에 고통 없

그것이 긴급하게 요망되고 있는지,

이 그리고 가축의 외피를 상하게 하

그 요망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존

o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요성의 확정

지 아니하고 영구성 표기를 표시하는

재하고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하

은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 인식된 과제

기술문제의 해결을 갈망해 왔는데 어

여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에

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장기간

떤 발명자가 냉동에 기초하여 가축의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그 결

존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필

외피에 발명한 냉동 '낙인'을 착색하

과는 각 케이스의 고유 상황에 따라

요로 한다. 장기간 요망되고 있는 필

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기술문제를

다르다.

요성 및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자명성

해결하였다면 그 발명은 창조성을 구

문제의 관련성은 몇 개의 요인에 따라

비한다.(심사지침 제2부 제4장 3.3.1)

좌우된다. 첫째, 필요성은 당업자에 의
해 인식된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In re Gershon 사건(152 미합중국 특
허심판판례집,

제152권

602페이지,

605페이지(관세특허항소법원,

1967

년)). 둘째, 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
요성은 출원인에 의한 발명 이전에 다
른 사람에 의해 충족되어서는 안 된
다. Newell Companies v. Kenney
Mfg. Co.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
집 제2편, 제9권 1417페이지, 1426
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1988년)). 셋
째, 발명은 실제로 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요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In re
Cavanagh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
례집, 제168권 466페이지(관세특허항
소법원, 1971년)).
o장기간 희망되고 있는 필요성은 가장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3. 저해 요인을 가지는 선행기술(기술

o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청구

o간행물 중에 청구항의 발명에 용이

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

하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의

는데 부적합한 기재가 있으면 진보성

기재가 있으면 인용 발명으로서의 적

이 있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

격성이 없다. 그러나 과제의 차이점

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데 부적합한

등 일부 논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분야의 관

기재가 있어도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련성과 기능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

나 작용, 기능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

에서 보아 발명을 이를 수 있는 동기

으로부터 논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

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사용

용발명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다. (심

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2414)

사기준 제Ⅱ부 제2장 2.8)

적 편견)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관련된 인용 선행기술의 시점이 아니
라, 과제가 특정되고 그 과제를 해결
하는 노력을 나타낸 증거가 있는 날의
시점에서 해석된다.
Texas

Instruments

Inc.

v.

Int＇l

Trade Comm＇n사건(26 합중국 특허
심판판례집 제2편, 제26권 1018 페이
지,

1029

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1993년)).
o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필요성에
관한 증거는 통상 유리한 자명성을 가
진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선서공술
서 또는 선언서로 제출된다. 선서공술
서 또는 선언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의해 제출
될 수 있다.
o심사관은 자명성의 결정을 재평가할
때 출원인에 의해 적절한 때에 제출되
는 모든 반증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
원인이 반증을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기록 전체에 비추어지는 자명성에 대
한 판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기록된
거절이유와 제안된 거절안 및 그 근거
를 모두 다시 보고 이를 계속 실행할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일반적 원칙으로서 선행기술이 당

o발명으로부터

멀리하는

선행기술의

o기술편견은 어떤 기간동안 어떤 기

업자를 발명에 의해 정의된 수순으로

교시는 2차적 고려사항이며 심사관이

술분야에서 어떤 기술문제에 대하여

부터 멀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

자명성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검토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 사실에

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존재한다. 이

하여야 하는 사실심리의 하나이다.

서 벗어난 기술자의 인식을 가리킨다.

는 당업자가 이 실험이 현실 또는 주

이러한 기술편견은 다른 방면의 가능

장하는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는 공지

o인용 선행기술은 전체로 즉 청구된

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그

의 방법에 대한 택일적 수단이 있는

발명으로부터 멀리하는 방향으로 인도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방

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할지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

해한다. 만약 발명이 이러한 기술편견

에 대한 검토마저 시도하지 않는 경

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W.L. Gore &

을 극복함으로서 인간이 그 기술편견

우에 특히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C

Associates, Inc. v. 있고. W.L. Gore

에서 벗어난 기술수단을 채용하여 기

부속 문서 4).

& Associates, Inc. v. 제220권 303페

술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러한 발명

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1983년)).

은 특출한 기술적 특징과 현저한 진

o다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청구된 발
명으로부터 멀리하는 또는 정반대의

보를 구비한 것이므로 창조성이 있다.
o청구된

발명으로부터「멀리하도록

예를 들면, 모터의 정류자와 브러쉬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4. 다른 사람의 실패의 제시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oF.2.를 참조.

5. 매우 활발한 기술분야에 발명이 속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oF.2.를 참조.

하는 것의 제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일반적인 편견 또는 오해가 있었다는

교시하는(teach away)」인용 선행기

사이의 경계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것을 설득력이 있는 사실 및 증거에

술은 자명성을 결정할 때 검토하여야

매끄러울수록 접촉이 더욱 좋으며 전

의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교시

류소모가 더욱 적은 것으로 여겨 왔

내용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으며, 충분

는데, 어떤 발명이 정류자의 표면에

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과 비

미세한 홈을 형성한 결과 전류소모가

교하여 같은 용도에 비해 약간 뒤떨어

매끄러운 표면보다 더욱 적었다면 이

진다라는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공

러한 발명은 기술편견을 극복한 것으

지되거나 자명한 조성률이 특허될 수

로서 창조성을 구비한다. (심사지침

는 없다.」 In re Gurley 사건(31 미합

제2부 제4장 3.3.2)

중국 특허심판판례집 제2편, 제31권
1130 페이지, 1132페이지(연방순회항
소법원, 1994년)).

o발명이 다른 사람이 극복 또는 해

o다른 사람의 실패는 2차적 고려사항

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기술적 곤란

이며, 심사관이 자명성을 결정할 때

을 극복하는 방안 또는 과제를 해결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심리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 서

의 하나이다.

브 테스트는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
의 숙련 및 지식수준의 곤란을 극복

o상기의「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필

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요성」의 항에서 특정된 요인을 참조.

명백히 불충분하였던 것과 직접 관계

MPEP 716. 04.도 참조.

가 있기 때문에 비자명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서브 테스트
(positive sub-test)의 하나가 된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인용된 선행기술
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으면 이 서브 테스트는 완
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된다.

o진보성의 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실

o발명이 매우 활발한 기술분야에 속한

및 상황은 심사관에 의해 참작되지

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작은 발전이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명의 배경

진보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및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상황도 중

아니다.

요할 수 있다.
o자명성의 판단 기준은 Graham v.
o발명이 매우 활발한 기술 분야에

John Deere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보성을 뒷

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35

받침하는 강력한 의견은 되지 않으

U.S.C. 103에 근거한 거절을 뒷받침

나, 그 첨단기술이 가일층의 진보를

하는 열쇠는 청구된 발명이 자명하다

위한 한정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정

는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6. 첨단 기술분야의 발전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oF.2.를 참조.

7. 상업적 성공

o 이에 대한 설명 없음.

o상업적 성공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
은 진보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의 주장·입증에
의해 이 사실이 청구항의 발명의 특
징에 근거하는 것이며, 판매기술이나
선전 등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해 나오
지 않았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는 경
우로 한정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
장 2.8(6))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도인 경우에는 진보의 폭은 작아도

KSR 사건(82 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

진보성을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집 제2편, 제82권 1385 페이지, 1396

있다.

페이지(2007)) 참조.

o전항(5.)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o첨단 기술분야의 발명의 진보성을 평

중국 특허청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가할 때 심사관에게 줄 수 있는 자명
o당해 기술이 실제로 첨단 기술분야

성에 대한 특별한 유의점 또는 다른

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히 관련된

기준은 없다.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가
장 근접한 선행기술이 당해 발명과

o심사관은 청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 진보성이 존재할

하여 Graham v.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서 판시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결정

John Deere 사건에

을 내린다.
o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선구적

인」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
다. 다만 신규 기술에서도 발명이 선
구적인 것은 드물며, 적어도 심사단
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실제
로 선구적인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것
은 매우 곤란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o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을 나타내는

o심사관은 상업적 성공 등의 자명성

o발명의 제품이 상업상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장기간 요

문제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평가하

경우 만약 이러한 성공이 발명의 기

망되고 있던 필요성과 직결된 상업적

여야 한다. 비자명성에 대한 객관적인

술특징에 의한 것이라면 발명이 유익

성공의 증거는 그 성공이 발명의 기

증거는 청구범위와 동일한 범위 내에

한 효과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과 발

술적 특징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있어야 한다.

명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설명

다른 영향(예를 들면, 판매기술

또

하므로 이러한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는 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o상업적 성공의 증거는 청구된 발명과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한 것으로

심사관이 납득하는 경우 진보성과 관

성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성립시켜야

창조성이 인정된다. 다만 상업상의 성

련된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한다.

공이 다른 요인(예를 들면, 판매기술

C-IV 11.9. 4).

의 개선 또는 광고선전 등)에 의한
o상업적 성공의 증거를 검토할 때 주

것이라면 이는 창조성의 판단근거로

장된 상업적 성공이 객관적 원칙에 근

할 수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4장

거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3.3.4)

있는 시장에서 청구항의 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과 성공이
강력한 판촉활동 또는 광고, 쉬프트·
인 광고, 출원인 또는 양수인과 상시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8. 기술의 복잡성

o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oF.2.를 참조.

9.

o 이에 대한 설명 없음.

o코멘트 없음.

기타 기준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제휴하고 있는 구매자에 의한 소비,
그 외 청구된 발명의 실태와 무관한
영업상의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In

re

Mageli 사건 (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
집, 제176권 305 페이지(관세특허항소
법원, 19 73)).

MPEP 716.03 내지

716.03(b)을 참조.

o당해 기술분야의 특이한 상황은 발

o기술분야 때문에 발명의 진보성을 평

명이 당업자에게

가할 때 주어지는 자명성에 대한 특별

자명한지라는 기본

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o 이에 대한 설명 없음.

한 고려사항이나 다른 기준은 없다.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o심사관은 청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o관련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라는 사

하고 Graham v.

실도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서 판시한 사실심리에 근거하여 결정

다.

을 내린다.

다만,「복잡한

시스템(complex

John Deere 사건에

system)」의 개념은 모호하고 불명
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진보성
서브 테스트로 할 수는 없다.

o화학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예상

o코멘트 없음.

o화합물의 창조성

되지 않는 기술적 효과 또는 유리한

(1) 신규성을 구비하고 용도 및 효과가 있

효과는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

는 화합물의 경우에, 그 화합물의 결합구

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조가 공지의 것과 다르면 심사관은 그것이
창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o이하의 경우에 진보성이 있을 수

예측하지 못한 용도 및 효과를 구비할 것
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있다.

(2) 결합구조가 공지의 화합물과 유사한

- 비자명한 방법으로 공지의 수단의

화합물은 예측하지 못한 용도 또는 효과가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공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조성을

지의 작동 방법 또는 수단을 포함하

구비하는 충분조건이다. 이 예측하지 못한

며 새롭고 놀라운 효과 또는 일상적

용도 또는 효과는 그 공지 화합물의 공지

인 기술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기술

용도와 다른 용도일 수 있으며 또는 공지

적 곤란성을 극복한 발명.
-신규의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

화합물의 공지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개량
이나 향상일 수 있으며 또는 일반 상식적
으로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상식적으로 추

해 서로 보조하는 특징의 조합.

론하여 얻을 수 없는 용도 또는 효과일 수

-공지의 범위 내에서의 특정 동작

도 있다.

조건의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특수한

(3) 두개의 화합물이 유사한지 여부는 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II. 화학 실무에 적용되는 특별한 고려

o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는 상위개념

o선택발명이란 물건의 구조에 기초한

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 분야에

된 발명에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

속하는 발명으로서 간행물에서 상위

명으로, 인용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

개념으로 표현된 발명

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의

혹은 형식상 선택사항으로 표현된 발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명, 또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

하여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념으로 표현된 발명 또는 해당 선택

사항
A. 진보성의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
1. a. 화학물질의 예상되지 않거나 뛰
어난 특성

공지기술로부터

최적(最

사항의 일부를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適) 또는 호적(好適)한 것을 선택하는

사항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발명을

것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의 통상의 창

선택한 것으로, 전자의 발명에 의해

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택발명이

다. 따라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고 할 수 없는 것은 선택발명이 될

가질 경우에는 그 선택발명은 진보성

수 있다.

이

인정될

2411)

수

실험적으로

또는 사실상

있다.

(심사지침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선택(선택이 프로세스의 실행 중 또

술분야와 관련된다. 심사관은 다른 기술분

는 그 결과에 대해 예상되지 않는 효

야에 대하여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과를 생성하는 경우).

한다.
(4) 단순히 결합구조가 유사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화합물의 창조성을 부정하여서는

o상업상 중요하고 빈번하게 연구되

아니되며, 그의 용도 또는 효과를 예측할

는 분야에 있어서 EPO심판부는 이하

수 있도록 또는 해당분야의 기술자가 창조

사항도 케이스 별로 고려한다.

적인 노동 없이 그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문헌의 연수(선행기술의 공개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설명을 하여야

특허출원의 출원일까지의 기간이 장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간인 경우 장기간 요망되고 있는

(5) 어떤 기술방안의 효과가 공지의 필연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인 추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경우에
는 그 기술방안은 창조성이 없다. 예를 들

-품질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면, 선행기술의 살충제는 A-R이며, 그 중

해결법을 간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

R은 C 1-3의 Alkyl이고, 살충효과는 Alkyl

다고 간주되었는지 또는 이러한 해결

C 원자수의 증가에 따라 제조되는 것으로

법을 이끌기 위한 힌트가 선행기술에

기재되어 있다 하자. 만약 어떤 출원의 살

없거나 혹은 그 양쪽 모두인 분야에

충제가 A-C4H9 이고, 살충효과가 선행기

서의 청구된 해결법의 간소성

술에 비하여 명백히 증가되었다 하면, 선
행기술에 살충효과의 필연적인 추세가 나

o다만,

이

타나 있으므로 그 출원은 창조성을 구비하

경우에도「일방통행」의

지 못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상황에서는 당업자가 청구항의 기재

5.5)

내에 포함되는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은 항상 자명하다는 것을 다시 유
념하여야 한다. 단순히「보너스 효
과」만으로는 청구항의

진보성은 인

정되지 않는다.

o화학물질의 경우, 예측성의 레벨이

o공지의 화학물질과 유사한 화학구조

다른 분야(예를 들면 기계분야)의 진

를 가지는 물질은 그 물질 내에 실제

보적인 특징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로 공지의 화학물질이 가지지 않는 예

화학적인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서는

상되지 않거나 또는 뛰어난 특성이 포

분명히 예측되지 않는 효과에 근거하

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명한 것으로 간

는 경우가 다른 기술분야보다 훨씬

주된다. 이것은「화학 조성물과 그 특

많다.

성은 분리할 수 없다」는 개념에 기인
한다. In re Spada 사건(미합중국 특

oEPO실무에서는 진보성을 뒷받침하

허심판판례집 제2편, 제15권 1655페

는 증거로서 예측되지 않는 신규의

이지,

기술적 효과(결과, 특성, 용도)가 인

1990년)). 더욱이 화합물 또는 조성물

정되고 있다.

이 다양한 공통 특성 중의 하나에 있

1658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어서 우수하며 예상되지 않는 특성을
o예상되지 않는 효과 또는 용도란

보유한다는 증거는 청구된 발명이 자

완전히 신규한 효과 또는 용도 혹은

명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주지의 효과 또는 용도의 중요한 개

데에 충분하다. In re Chupp 사건(미

o상기 II.A.1.a.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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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은 유리한 효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과를 가지며 간행물에 상위개념으로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나 있는 발명이 가지는 효과와는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이질적인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하게 뛰어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이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당해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진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보성을 가진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장 2.5(3)③)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
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서
2413)

b.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진보성의 판단

o당해 발명의 촉매와 그 구성이 유사

o진보성의 판단은 본원 발명이 속하

한 공지의 촉매가 존재하고 더욱이

는 기술분야에서의 출원시의 기술수

양 촉매의 사용대상 반응이 동종일

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이

경우에는 촉매의 구성차이를 바탕으

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려하

로 당해 발명의 촉매가 현저한 효과

여 인용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

를 갖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

구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으로 한다. (무기화합물 분야 심사기

있는지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심사기

준 5.3.3)

준 제Ⅱ부 제2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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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다. 청구된 발명의 화합물이 구

합중국 특허심판판례집 제2편, 제2권

조상 주지의 화합물인 경우 반드시

1437페이지, 14 39 페이지(연방순회

진보성에는 신규하며 예기치 못한 효

항소법원, 1987년)).

과 또는 용도가 요구된다.
o실제로 진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원인에 의해 제시된 예상되지 않는
효과는 신규의 효과 또는 뛰어난 효
과의 일부이다.

o선행기술의 화합물이 다른 효과를

o미국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화합물과

가지는 신규의 화합물에 의해 생기는

그 모든 특성은 분리할 수 없다. 화학

효과와 관계가 없거나 또는 전혀 효

화합물의 특허성은 그 구조에만 기초

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

하여 판단할 수 없다. 심사관은 자명

우 신규의 화합물의 효과가 실제로

성을 판단할 때 화합물과 그 특성의

그 선행기술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구조를

예상되지 않는 효과라고 심사관이 납

2144. 08 및 2144.09를 참조.

고려하여야

한다.

MPEP

득하면 진보성은 인정된다.
o심사관은 자명성을 판단할 때 당업자
o심사관은 특성이 화합물의 화학적

의 수준과 상업적 성공이나 예상되지

성질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간단히

않는 결과 등의 2차적 고려사항도 고

주장할 수 없다. 매우 보기 드문 경

려하여야 한다.

우이지만 화합물에 대한 간단한 개시
는 이 화합물이 명백히 특정 활성을

o따라서 구조의 유사성에 근거한 일응

보여줌과 동시에 당업자에 대해 교사

의 자명성은 청구된 화합물이 유사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선행기술의 화합물이 가지지 않는 신

심사관에 의해 제시되는 확고한 증거

규하고 예상되지 않는 특성을 보유한

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는 증거에 의해 반증 가능하다. In
re Papesch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

o대부분의 경우 신규한 화학 화합물

판례집, 제137권 43 페이지(관세특허

의 진보성은 예상되지 않는 특성 또

항소법원, 1963년).

는 활성에 근거한다. 이 예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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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

o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

o의약용도를 증명하는 실시예로서 통

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상 약리시험 결과의 기재가 요구된다.

는 증거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
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o약리시험 결과는 청구항의 의약발명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에 약리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i) 어느

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화합물을 (ii) 어떠한 약리 시험계에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대해 적용하여 (iii) 어떠한 결과를 얻

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iv) 그 약리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시험계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용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의 모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든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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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는 선행기술의 화합물과 비교

oIn re Soni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

한 경우 다른 효과 또는 보다 뛰어난

판례집 제2편, 제34권 1688 페이지,

효과일 수 있다.

1684 페이지)에서 법원은「특성의 단
순한 개선은 반드시 예상되지 않는 결
과를 나타내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견해에서는 출원인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를 기재하고,
(중략) 한편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는 경우 반증이 없으면 이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확정하는 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O잠재적 특성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청구된 화합물이 신규한 것으로 되지
는 않는다.「우리는 일관하여 개시된
사항의 관련 특성이 당시 예상되지 않
은 경우에서도 인용은 예상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려 왔다. (중략) 특허권자
가 그 특성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
우 신규로 발견된 선행기술의 특성은
그 동일한 기술에 관한 특허를 뒷받침
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은 회피되지
않는다.
Baxter

Abbott

Laboratories

Pharmaceutical

v.

Products,

Inc.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집 제
2편, 제80권 1860 페이지, 1863 페이
지~1864

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

2006년)).

oEPO에서는 통상 공중의 건강과 안

o의약사건에서 유용성 개시의 타당성

o물질의 의약용도가 만약 질병의 진

전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단 및 치료방법이면 전리법 제25조제

매우 예외적 경우에 EPC 제53조(a)

(1) 화학기술 분야에서(및 그 외의 모

1항제(1)호가 규정한 정황에 속하므

(그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

든 기술에서도) 적용되는 특허법과 동

로 전리권을 수여할 수 없다. 그러나

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일한 기본 원칙이 의약분야에도 적용

만약 그것이 약품제조에 사용되면 법

에 따라 이의가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

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2.4)

o발명이「새로운 치료효과」를 가져

(2)미국 특허상표청은 정부의 다른 기

온다고 기재된 화합물에 관한 것인

관이 의약품의 광고, 이용, 판매

경우 EPO는 이 새로운 효과를 뒷받

배포에 관한 법령에 의해 확립된 규격

(1) 공지물질의 용도발명의 창조성

침하는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에 준거할 것을 보증할 책임이 부여되

공지물질의 용도발명의 경우 창조성

고 있음을 인식하고 유용성 개시의 심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전제조건은 다

또는

o화학물질의 용도발명의 창조성

항목 및 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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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1) 의약용도와 작용기전 관련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인

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용발명의 의약용도와 달라도 출원 전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의 공지기술, 기술상식에 의해 양자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전에 명

사이의 작용의 관련성을 이끌어낼 수

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효과 등 그 밖

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에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없는 한 통상 본원 의약 발명의 진보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성은 부정된다.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
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2)사람 이외의 동물용 의약으로부터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의 사람용 의약으로의 전용

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사람 이외의 동물용의 동종 또는 유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사한 질병용인 인용발명의 하나의 화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합물 또는 화합물군을 사람용의 의약

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에 단지 전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인용발명의 내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

용에 이 전용에 대한 취지의 시사가

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없는 경우에도 청구항의 발명의 유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

한 효과 등 그 밖에 진보성을 추인할

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것이다(대법원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통상 본원

2001.11.30. 선고 2000후2958 판결)

의약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사람

(심사지침서 4212).

용 의약으로부터의 사람 이외의 동물
용 의약에의 전용에 대해서도 같다.

o진보성의 판단이라 함은 공지기술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3) 2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한 의약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

약효증대, 부작용 저감이라는 당업자

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발명의

에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

각 구성요건을 채택하여 결합하는 점

해 2이상의 의약성분의 조합을 최적

에 대한 곤란성을 주로 고찰하고 발명

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의 목적․효과를 감안하여 그 결과를

능력의 발휘이며 청구항의 의약발명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의약 용도발명

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이 이 점에만

에 있어서 약리효과가 출원당시의 기술

있는 경우에는 통상 청구항의 의약

수준으로 보아 유효활성물질의 화학구조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나 또는 조성물의 조성성분상으로부터

한편, 2이상의 의약성분의 조합으로

용이하게 유추할 수 없는 정도의 발명

이루어진 특정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이거나 또는 선행기술에 기재된

약리

대해서는 당해 조합이 신규하며 2이

기전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추론할

상의 하나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의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

조합에 의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본다. (의약분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진보

야 심사기준 4.4)

성이 있을 수 있다. (심사기준 제Ⅶ부
제3장 의약 발명 2.3.1.1)

o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으로서 공지된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발명이 예상되지 않는 개선된 치료

사는 특허법 원칙의 적용에 한정되는

음과 같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재된 화합

것으로 한다.

(i) 그 물질의 새로운 성능 발견

물에 관한 것인 경우 이와 동일 효과

중국 특허청

(li) 그 성능에 기초한 새로운 용도가

를 가지는 공지의 선행기술의 화합물

o주장된 유용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

과 비교한 증거가 요구된다.

위해 제출된 증거의 사이에 타당한 상

(iii) 그 성능은 물질 자체의 결합구조

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 증거는 청구된

성분 ·분자량 및 물리화학성질로부터

o비교 테스트는 동물에 대해 또는

발명이 유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

자명하게 얻을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시험관 내에서 행해진 경우 임상검사

단과 관계가 있다. MPEP 2107.02를

도 없음

의 대신으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활성과

(2) 신물질의 용도발명의 창조성

주장된 유용성 사이에 타당한 상관관

새로운 화학물질의 경우, 만약 출원서

o당연히 저독성 그 자체가 발명의

계가 있는 경우 화합물의 약리 또는

에 제시된 용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 않는 효과인 경우를 제외하

그 외의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증거는

있으며 그 용도가 결합구조 또는 성

고 독성도 문제되지 않는다.

주장된 치료 목적의 용도와 관계가 있

분이 유사한 공지물질로부터 예측할

다. Nelson v. Bowler 사건(미합중국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신물질의 용

특허심판판례집, 제206권 881페이지

도발명은 창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관세특허항소법원, 1980년)).

할 수 있다.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5.6)

o독성 테스트의 결과에 관한 요건은
없다.

o 대비시험
발명효과를 평가할 때에 출원인에게

o출원인이 발명의 청구항 대로 작용한

대비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

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여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야 하는 경우 심사관이 사람의 치료에

(1) 새로운 화합물인 경우, 만약 선행

있어서의 안전성 또는 효과의 정도를

기술문건에 유사구조를 가진 화합물

나타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

의 성능 및 작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

하지 않다.

거나, 또는 단지 유사구조를 가진 화

MPEP 2107. 03을 참조.

합물의 완전히 다른 성능 또는 작용
에 대해서만 언급이 된 경우에는(예
를 들면, 출원서 내의 새로운 화합물
의 작용은 연소지연인데 선행기술내
의 유사구조 화합물의 작용은 소성강
화인 경우) 출원인에게 유사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대비실험을 제출하도
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선행기
술에 동일한 성능 또는 작용이 공개
되어 있어 심사관이 발명의 창조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측하
지 못한 새로운 효과의 존재를 증명
할 수 있는 대비시험이 반드시 있어
야 한다. 예를 들면, 출원서에 한정한
어떤 수치범위가 선행기술과 유사한
때에는 반드시 대비시험을 제출하여
야 한다. 대비시험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이어야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물질을 동물용의 동종 또는 유사한 질
병용의 의약으로 단순히 전용하는 것은
진보성이 없다. 또한 동물용 동종 또
는 근사한 질병용에 의약으로서 공지
인 물질을 인간용 의약으로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예로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회충
구제제로서 공지된 물질을 가축 또는
가축용의 선충구제제로 전용하는 발
명은 진보성이 없다. (의약분야 심사기
준 4.4)

3. 중간체

o이에 대한 설명 없음.

o중간체에 근거한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한다.
(2) 새로운 화합물인 경우, 만약 선행
기술문건에 유사구조를 가진 화합물
의 유사기능이 공개되어 경우에는(예
를 들면, 출원서내의 새로운 화합물의
작용이

통증완화이며,

선행기술내의

유사구조 화합물의 작용은 마취인 경
우) 단지 해당분야의 기술자만이 선
행기술내의 유사구조 화합물이 새로
운 화합물과 동일한 작용을 구비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예
를 들면 통증완화) 발명의 효과를 증
명할 수 있는 대비시험을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한다.
(3) 경제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인하
여 출원인이 대비시험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심사관은 가능한 출원인에게 대비
시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출원인
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효과를 증명하는 것을 허
용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
10장 5.7)

oEPO는 분리될 수 있는 화학중간체

o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화학 중간체의

에 대해서만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다.

경우 실시 가능성 요건은 출원인이 안
정되거나 영구적이거나 또는 분리 가

oEPO에서는「중간물질」은

반드시

능한 형태로 생산물을 제조하는 방법

유용한 직접적인 적용을 가진다고는

을 교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할 수 없으나 발명의 과정에서 다른

In re Breslow 사건(미합중국 특허심

후속 화학물질(최종 제품)을 생산하

판판례집, 제205권 221페이지, 226페

기 위한 출발물질 또는 중간물질로서

이지(관세특허항소법원, 1980년)). 다

역할 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만, 화학중간체는 명확하게 특정된 실
질적 유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o여기서는 이하의 2개의 카테고리의
중간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o「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활성 또는 특

(i)발명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체.

성에 대한 기여 원인을 청구된 중간체

이러한 경우

중간체의 비자명성은

로 돌리는 경우」화학 중간체의 특허

발명의 과정에 대한 중간체의 공헌으

성은 최종 생산물의 예상되지 않는 특

o이에 대한 설명 없음.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4. 파라미터(예를 들면 수식)로 규정

o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

o기능·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는

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

기재를 포함한 청구항으로서, 아래와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

같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것은 인

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

용발명과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발명의 대응

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

되는 것과의 엄밀한 일치점 및 차이

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점을 대비하지 않고 심사관이 양자가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유사한 물이며 본원 발명의 진보성이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

부정된다는 일응의 합리적인 의심을

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가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출원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

인이 의견서·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해 양자가 유사한 물건이며 본원 발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

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일응의 합

적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

리적인 혐의에 대해 반론, 해명하여

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심사관의 심증을 진위 불명하게 될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

정도로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

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2.

절이유가 해소된다. 출원인의 반론,

6.28 선고 2001후2658 판결)

해명이 추상적 혹은 일반적인 것으로

(주) 청구항에 포함된 임의의 파라미

심사관의 심증이 변함없는 경우에는

터를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시험 측정

진보성 부정의 거절결정을 행한다.

된 발명의 진보성

및 환산이 곤란하여 인용발명의 대응
되는 것과 대비하기 곤란하더라도, 해

①해당 기능·특성 등이 표준적인 것,

당 파라미터가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관용

것과 동일․유사한 것이라고 합리적으

되고 있는 것 또는 관용되고 있지 않

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차

더라도 관용되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이점을 엄밀하게 대비하지 않고도 양

당업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 어

자의 동일․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로부터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성에 의해 확정된다. In re Magerlein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집, 제202

중국 특허청

권 473 페이지, 479페이지(관세특허항
(ii)특허성을

가지는

「후속

소법원, 1979년)).

(subsequent) 물질」의 준비를 위한
표준공정

또는 유사공정에 사용되는

중간체. 이러한 경우 중간체는 후속
물질에 대해「구조적인 공헌」을 생
성하여야 한다. 또한 그 구조적인 공
헌은 후속 물질을 선행기술인 공지의
물질과 차별화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기능이 아니면 안 된다.

o화학제품은 청구항 내에서 제조방

o청구항을 종래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

o화합물의 명칭 및 분자식을 확인하는 것

법의 결과로서 화학식에 의해 또는

로 분할한 다음, 분석에서 종래의 요

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행기술문건이 공개

예외적으로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할

소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이화변수 또는 화합물을 결정하기 위하

수 있다. 다만, 제품을 주로 그 파라

이것은 공정을 공식으로부터 분리할

여 사용하는 기타변수 등을 사용하여 발명

미터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발명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식을 포함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없

청구항의 경우에도 똑같다. 청구항은

는 경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전체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화합물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가 그 문서에 따라
그 제품을 제조 또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o일반식은 일반식 내에 구체화된 화합물
o이에 관해 파라미터란 당해 기술분

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구체화된 화

야에서 잘 알려진 객관적 순서에 의

합물의 공개는 그 구체화된 화합물을 포함

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일반식 청구항에 대하여 신규성을 저해

결정될 수 있는 직접 측정가능한 물

할 수 있지만, 그 구체화된 화합물을 제외

성(예를 들면 물질의 융점) 또는 수

한 그 일반식이 포함하는 다른 화합물의

식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 특징적

신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열

인 값이다.

의 구체적인 화합물은 이 계열내의 상응하
는 화합물의 신규성을 저해한다. 범위의
화합물(예를 들면, C1-4)은 그 범위내의 양
단의 구체화된 화합물(C1, 및 C4 )의 신규
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화합물
에 몇 개의 이성체(isomer)가 있으면 C1-4
화합물은 각 이성체의 신규성을 저해할 수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5.1)

o물리화학변수를 사용하여 특정하는 화학
제품 청구항의 경우에, 만약 제공된 변수
에 근거하여 그 변수가 정의한 제품과 선
행기술의 제품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서 그
변수를 사용하여 정의한 제품과 선행기술
제품과의 차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심사지침서 2412)

일본 특허청
②해당 기능·특성 등이 표준적인 것,
해당 기술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관용
되고 있는 것 또는 관용되고 있지 않
더라도 관용되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당업자에게 이해할 수 있고 어딘엔가
해당되지만 이러한 기능·특성 등이 복
수 조합된 것이 전체적으로 ①에 해
당하는 것이 되는 경우(심사기준 제Ⅱ
부 제2장 의약발명 2.6(1))

5. 기타 기준

o물건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

o제조방법에 따른 생산물의 특성을

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포함한 청구항에 있어서는 그 생산물

a.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의 특징과 화

관한 발명 및 그 물건의 용도 발명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학물질의 발명으로서의 진보성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심사

결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지침서 2417)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생
산물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의
엄밀한 일치점 및 차이점을 대비하지
않고 심사관이 양자가 유사한 물건이
며 본원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일응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에는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취지의 거
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의약 발명 2.7(1))

B. 조성물 또는 구조의 평가 기준

o진보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o진보성의 판단은 본원 발명이 속하

1. 그 자체가 특허성을 가지는 화학

발명이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

는 기술분야에 서의 출원시의 기술수

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

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이

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려하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여 인용발명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인용발명으로부

구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있는지에 근거하여 행한다. (심사기준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업자의

제Ⅱ부 제2장 의약발명 2.4(1))

생산물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
가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
는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
명과 비교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그 변수를 사용하여 특정한 제품 청구항은
전리법 제22조제2항의 신규성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5.3)

o이러한 제품의 청구항은 제품 그

o제조방법에 따라 정의되는 생산물에

o방법 또는 물리화학변수를 사용하여 특

자체에 관한 청구항으로 간주된다.

관한 청구항은 생산물 그 자체에 관한

정한 화학제품의 신규성

청구항으로 간주된다. 기재된 공정단
o이러한 제품은 제조방법과는 관계

계가 아닌 제품의 특허성은 이러한 유

없이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요건

형의 청구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하는 화학제품 청구
항의 경우에, 만약 제조방법만이 다를 뿐
그 제품의 신규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행
기술과 비교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고, 방법의 차이로 인한 그 제품의
기능·성질의 변화도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방법특정의 제품청구항은 전리법 제22조
제2항의 신규성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심

사지침 제2부 제10장 5.3)

o화학 생산물은 구조가 자명하지 않

o화학 생산물은 특허법령의 유용성,

o신규성을 구비하고 용도 및 효과가 있는

는 경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용도,

명세서 실시 가능성, 신규성 및 비자

화합물의 경우에, 그 화합물의 결합구조가

효과 또는 특성과는 관계없이 특허성

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성물로

공지의 것과 다르면 심사관은 그것이 창조

즉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서 그 자체가 특허성을 가진다.

수 있다. 다만, 유용한 효과의 시사
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예측
하지 못한 용도 및 효과를 구비할 것을 요
구할 필요는 없다. (심사지침 제2부 제

10장 5.5)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서
2406, 2407)

2. 화학 케이스에 있어서 구조의 자명성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여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에는 이것을 참작하여 당업자가 청구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을 정도의 논리인지를 판단한다. 그리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고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하여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도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에 용이하게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충분히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축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된다.

구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o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질은 동질(同質)이지만 인용발명이 갖

효과가

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범위를 넘은 현저한 것에 의해 진보

효과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

들면, 인용발명의 특정사항과 청구항

측할 수 없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

의 발명의 특정사항이 유사하거나 복

서 2413)

수의 인용발명의 조합에 의해 당업자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
지는 경우에도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
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및 인
용발명이 가지는 것과 이질적인 효과
를 가지는 경우, 혹은 동질의 효과이
지만 현저하게 뛰어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이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실에 의해 진보성의 존재가 추
인된다. 특히 선택발명과 같이 물건의
구조에 근거한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
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가
지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의약발명 2.5(3)①)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단순히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여 진

o화학물질에 관한 자명성의 판단은 화

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면에

학구조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도 기초

진보성은 예상되지 않는 효과에 근거

를 둔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o구조적으로는 일단의 자명성을 가지
o신규의 조성물이 근접한 선행기술

지만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화합물

의 조성물에 대해 예기치 못한 용도

과 비교하여 예상되지 않는 다른 특성

또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그 신규

또는 결과를 생성하는 화학물질은 자

조성물은 진보성이 있다고 보인다.

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o신규한 용도 또는 효과가 공지의

o선행기술에 비추어 구조상 일단의 자

조성물에 대해 알려진 것과 동일한

명성을 가지지만 동일한 특성에 대해

종류의 결과의 개선에 지나지 않는

뛰어난 결과를 생성하는 화학물질은

경우 먼저 공통의 일반적 지식 또는

비자명하다고 보인다. 즉 동일한 특성

어떠한 구체적인 선행기술의 개시로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

부터 이러한 개선이 당업자에 의해

이 예상되지 않는 우월성이 된다.

기대되고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특정 분야에
서의 효과의 예측 가능성(구조/활동
관계)을 고려하면서 그 신규의 조성
물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조성물
사이의 구조적「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 특허청

oII.A.1 참조.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3. 공지의 생산물의 정제물

o II.B.1.을 참조.

oII.B.1.을 참조.

4. 신규한 물리적 구조,

o II.B.1.을 참조.

oII.B.1.을 참조.

o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o「발명」의 요건의 하나인 창작은

物件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발명자가 의식

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예:

하여 아무런 기술적 사상을 생각해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

내지 않은 천연물, 자연현상 등의 단

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순한 발견은「발명」에 해당되지 않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는다. 그러나 천연물로부터 인위적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로 분리한 화학물질, 미생물 등은 창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

작한 것으로「발명」에 해당된다. (심

법은 발명에 해당되며, 또 그분리된

사기준 제Ⅱ부 제1장 1.1(2))

예) 신규 결정 구조

5. 천연물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서 2106)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단순한 순도(purity)의 증가는 기지

o공지의 생산물의 정제물은 재생 생산

의 조성물에 대해 비자명성을 확정하

물(recovered product)이 선행기술에

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

의해 공유되지 않는 예상되지 않는 효

중국 특허청
oII.A.1 참조.

과 또는 유용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o정제물의 명백한 신규성이 인정되

자명하다. MPEP 2144.04를 참조.

는 경우에도 순도의 증가는 어느 정
도의 예측되지 않는 특성 또는 효과
혹은 청구된 발명에 대한 중요한 공
헌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o신규한 물리적 형태에 대한 신규성

o화학물질의 신규한 물리적 구조(예를

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정제물은 그

들면 신규의 수정 구조)는 기존의 물

러한 것으로 인해(상기의 II.B.1을 참

질로부터 예상되지 않는 유용성 또는

조) 혹은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진보성을

다른 물리적 정제물에 대해 미지의

구성하지 않는다.

oII.A.1 참조.

어떤 예상되지 않거나 또는 경이적인
혹은 그 양쪽 모두의 효과 또는 특성
을 제시하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을
수 있다.

oEPC 제52조(2)(a)에 따라 자연계에

o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조의 생산물은

o인간이 자연계에서 천연물 형태로

서 자유롭게 발생하는 물질은 특허성

그것을 유래(sources)로부터 얻을 수

존재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은 단지

이 배제되는 단순한 발견이다. 다만,

있는 경우 및 이전에는 이용되지 않던

일종의 발견이므로 전리법 제25조제1

자연계에서 발견된 물질이 기술적 효

제조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항제(1)호 규정의 '과학발견'에 속하

과(즉 항균작용)를 낳는 것이 증명되

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분리된

여 전리권을 수여할 수 없다. 그러나

는 경우 특허가 가능해진다.

물질은 분리된 화학 정제물이 선행기

만약 그 물질이 최초로 자연계로부터

술의 물질 또는 자연 구조에 있는 것

분리 또는 추출되었으며, 그 결합 구

o반면에, 자연계에서 발견된 물질이

과 같이 생산물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조·형태 또는

처음으로 주위와 분리되고 그것을 얻

예상되지 않는 효과 또는 유용성을 가

선행기술에서 인식되지 아니하였음을

는 제조방법이 개발되는 경우 그 제

지는 경우 비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산

기타 물리화학변수가

조방법은 특허 가능하다. 또한 물질

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 구조, 그것을 취득하는 제조방법

물질 자체 및 그 물질의 추출방법은

또는 그 외의 파라미터의 어느 쪽인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가에 따라 적절히 특징지울 수 있으

(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2.1)

며 또한 과거에 존재가 인식된 적이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신규」의
것인 경우 물질 그 자체가 특허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항목 및 부항목
6. 혼합물의 성분에 의한 효과

한국 특허청
o 이에 대한 설명 없음.

일본 특허청
o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각각
이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발명이 각 사항의 단순한
조합인 경우 진보성을 추인할 수 있
는 다른 근거가 없는 한, 그 발명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의
범위 내이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1장
2.5(1)②)

7. 화합물의 다양한 화학적 구조, 예)

o II.B.1.을 참조

oII.B.1.을 참조

C.1. 화학적 제조방법을 위한 기준,

o물건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

o물 자체의 발명이 진보성을 가질 때

예) 기지의 화학제품의 제조방법, 신

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에는 그 물의 제조방법 및 그 물의

규의 출발물질을 이용한 종래의 제조

관한 발명 및 그 물건의 용도 발명은

용도에 대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진보

방법 등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심사

성을 가진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지침서 2416)

2.8(5))

이성체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o혼합물이 혼합물의 각 요소에 대해

o2개 이상의 성분에 의해 생기는 혼

서 기대된 것과 비교하여 예상되지

합물에 각 성분으로부터의 예기된 효

않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이러한

과만이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성분의

혼합물은 진보성이 있는 조합으로서

혼합에

특허 가능하다.

International Co. v.

의한

건(미합중국

진보성은

중국 특허청

없다.

o이에 대한 설명 없음.

KSR

Teleflex Inc. 사

특허심판판례집

제2편,

o「혼합물(kits of parts)」의 형식으

제82권 1385페이지, 13 95~97 페이

로 청구된 조합은 목표로 하는 적용

지(2007))를 참조(공지의 방법에 따라

에 있어서 기능적인 단일성이 있으

선행기술의 요소를 조합하여 예기할

며, 그 조합이 예상되지 않거나 또는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자

경이적이거나 혹은 그 양쪽 모두의

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진보성을 가지
는 것을 간주할 수 있다.

o1개 및 동일한 화합물의 가능한 여

o선행기술의 화합물의 이성체이며 신

러 가지 형태에 대해 만족되어야할

규하며 유용한 화합물은 그것이 선행

첫 번째 요건은 신규성이다. 일단 신

기술의 화합물이 가지지 않는 비자명

규성이 확정되면 예상되지 않는 특성

또는 예상되지 않는 유익한 특성을 가

을 나타내는 공지의 화합물에 대한

지지 않으면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을

미지의 이성체는 특허성을 가질 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험체는 동일하

있다.

지만 구조가 다른 이성체는 반드시 통

oII.A.1 참조.

상의 기능을 가진 화학자에 의해 등가
o우선이성체 및 좌선이성체가 포함

로 간주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된 혼합물인 라세믹 혼합물이 공지된

반드시 서로 시사적이라고는 할 수 없

경우에 있어서도 광학적으로 유효한

다.

성분의 하나는 이것이 신규하며 또한

특허심판판례집,

라세믹 혼합물과 비교하여 예상되지

(Bd. App. 1950). MPEP 22144.09.

Ex parte Mowry 사건(미합중국
제91권

219페이지

않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 진보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o기본적으로 제조방법에는 다음의 3

o예상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유사한 제

종류가 있다.

조방법. 다만 공지 또는 미지의 다른

(1) 신규 화학반응에 근거한 제조방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예측되는 생산물

법. 출원이 완전히 신규한 화학반응

을 생산하는 제조방법에는 일응 유리

타입에 관한 것인 경우 진보성은 문

한 자명성이 있다.

제없이 인정된다.
(2) 특허성을 가지는 생산물의 생산

o예상되지 않는 생산물 또는 결과를

에 관한 공지의 반응에 근거한 제조

생성하는 제조방법. 제조방법이 채택

oII.A.1 참조.

항목 및 부항목

2. 특허성을 가지는 생산물을 도출하
거나 또는 포함하는 제조방법, 유사
제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구별하여
진보성을 검토할 필요성

한국 특허청

o II.C.1.을 참조.

일본 특허청

oII.C.1.을 참조.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방법. 이러한 경우 제조방법은 다음

된 반응물질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

의 어느 하나에 기초를 둘 가능성이

는 예상되지 않는 결과를 생성하는 경

있다.

우 그 생산물이 본래 예상되는 결과라

*예상된 대로 공지의 제조방법에 의

할지라도 그 제조방법은 자명하다고

해 얻어지는 제품과 유사한 성분의

간주되지 않는다.

신규의 화합물을 제공하기 위해 공지
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되며 과거에 사

o미지의 구조 특성에 근거한 종래 구

용된 화합물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성

조의 신규한 용도의 발견은 사용 방법

분으로 이루어진 출발물질 및 동일한

(process of using)으로서 발견자에게

순서에 따라 모두 반응을 일으키는

특허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MPEP

출발물질.

2112.02를 참조. 제조방법은 그 제조

*예상된 대로 공지의 제조방법에 따

방법의 결과와 물질의 특정 용도가 선

라 얻어지는 제품과 유사한 성분의

행기술에 의해 시사되지 않는 경우 비

신규의 화합물을 제공하기 위해 공지

자명하다.

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되며 또한 유사
한 순서에 따라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출발물질.
어느 경우에도 얻어진 화학 성분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면 비자명성
이 인정된다.
(3) 공지의 반응에 근거하며 아울러
공지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방
법. 비자명성의 평가는 제조방법 그
자체의 특징에 근거하며 특별한 반응
조건 때문에 예상되지 않는 효과가
취득되는지 따라 다르다.

o제조방법이 특허성을 가지는 생성

oIn re Ochiai 사건(미합중국 특허심

물을 도출하는 경우 유사한 제조방법

판판례집 제2편, 제37권 1127페이지

의 진보성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 1995년)) 및 In re
Brouwer 사건(미합중국 특허심판판례

o제조방법이 신규의 화학반응에 근

집 제2편, 제37권 1663페이지(연방순

거하는 경우 그 결과 생기는 생성물

회항소법원, 1996년))은 종래의 제조

과는 관계없이 제조방법 자체가 진보

방법이 비자명한 제품의 제조

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사용으로 한정되고 있는 경우 특허를

또는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o다만,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도 제

발명이 진보성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하

조방법이 특허성을 가지는 최종 제품

려면 청구된 주제를 전체적으로 고려

을 도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실제로는

하여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사실에 크

제조방법의 진보성을 심사할 필요가

게

없다.

dent

의존한

분석(highly

analysis)이

fact-depen

필요하다.「제품이

oII.A.1 참조.

항목 및 부항목

D. 화학 실무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

한국 특허청

o이에 대한 설명 없음.

일본 특허청

oI.F.2.~I.F.8.을 참조.

단시의 다른 고려사항
1.

비자명성에 관한 2차적 테스트(서

o그 외의「2차적 테스트」에 관한 심

브 테스트)

사기준은 없다.

2. 비교 테스트가 요구되는 정도

o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

o인용발명의 특정사항과 청구항의 발

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

명의 특정사항이 유사하거나 복수의

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인용발명의 조합에 의해 당업자가 용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

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발명

경우에도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및 인용발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명이 가지는 것과는 이질적인 효과를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가지는 경우, 혹은 동질의 효과이지만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

현저하게 뛰어난 효과를 가지며 이들

주) 더 나은 효과 : 유리한 효과에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이 사실에 의해 진보성의 존재가 추

질은 동질(同質)이지만 인용발명이 갖

인된다. 특히 선택발명과 같이 물의

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구조에 근거한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효과로서 이들 효과가 당해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

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가

측할 수 없던 효과가 있다. (심사지침

지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하기

서 2413)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심사기준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제Ⅱ부 제2장 2.5(3)①)
o명세서에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
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및 인
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는 명
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명세서 또는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신규하고 비자명하여도 그 제조방법은
o그 자체가 비자명성을 보이거나 또

자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주지

는 보일 수 없는 특허성을 가지는 생

의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에서도 비자

성물의 용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

명할 가능성이 있다」.

가 적용된다. 생성물이 진보성을 가

TorPharm,

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용도의 진

Pharmaceuticals, Inc. 사건(미합중국

보성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는 없다.

특허심판판례집

Inc.

v

Ranbaxy

2편 67권 1511페이

지, 1514페이지(연방순회항소법원2003
년)). MPEP 2116.01도 참조.

o화학분야에서 적용되는 2차 테스트

o화학분야의 실무에서 비자명성을 판

는 제I부의 F의 2~8에 열거되어 있다.

단할 때에 이용되는 2차 또는 서브 테

o이에 대한 설명 없음.

스트는 없다. 심사관은 기계분야의 실
무와 동일한 사실심리를 행한다.

o비교 테스트는 예상되지 않는 또는

o비교 테스트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o발명효과를 평가할 때에 출원인에게

개선된 효과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할

다는 요건은 없다.

대비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

수 있다. 특허출원의 비자명성을 뒷

o비교 테스트는 통상 미국 특허 상표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

청이 자명성의 일단 유리한 사건을 확

(1) 새로운 화합물인 경우, 만약 선행

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출원인이다.

정한 후,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

기술문건에 유사구조를 가진 화합물

*비교 테스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는 반증으로서 제출된다.

의 성능 및 작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

경우에만 요구하여야 한다.

거나, 또는 단지 유사구조를 가진 화

*출원이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o비교 테스트는 청구된 발명과 가장

합물의 완전히 다른 성능 또는 작용

예상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근접하는 선행기술 사이에 있어야 한다.

에 대해서만 언급이 된 경우에는(예

로 기재된 신규의 화합물에 관한 것

를 들면, 출원서 내의 새로운 화합물

으로서 그 효과가 선행기술에서 구조

의 작용은 연소지연인데 선행기술내

적으로 근접하는 공지의 화합물에 관

의 유사구조 화합물의 작용은 소성강

해 언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재된 것

화인 경우) 출원인에게 유사구조를

과 다른(관련이 없는) 경우 신규의

가진 화합물의 대비실험을 제출하도

화합물의 진보성을 확정하기 위한 비

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선행기

교 테스트 및 다른 종류의 증거는 필

술에 동일한 성능 또는 작용이 공개

요 없다.

되어 있어 심사관이 발명의 창조성에

*출원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측하

예상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지 못한 새로운 효과의 존재를 증명

로 기재된 신규의 화합물에 관한 것

할 수 있는 대비시험이 반드시 있어

으로 그 효과와 동일한 또는 관련된

야 한다. 예를 들면, 출원서에 한정한

효과가 선행기술에서 구조적으로 근

어떤 수치범위가 선행기술과 유사한

접하는 공지의 화합물에 관해 기재되

때에는 반드시 대비시험을 제출하여

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존재를 타당

야 한다. 대비시험에 사용하는 것은

항목 및 부항목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도면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인용발
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에 의해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결과)된 효
과를 참작한다. 그러나 명세서에 기재
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추론할 수 없는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된 효과는 참
작해서는 안 된다.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2.5(3)②)

3. 기타

o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하게 하는 출원인이 진보성이 존재하

반드시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이어야

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떠한 다른 증

한다.

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적극적

(2) 새로운 화합물인 경우, 만약 선행

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비교 테스트가

기술문건에 유사구조를 가진 화합물

필요하다.

의 유사기능이 공개되어 경우에는(예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를 들면, 출원서내의 새로운 화합물의

반드시 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선행

작용이

기술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사구조 화합물의 작용은 마취인 경

*청구된 발명의 범위에 대한 비교 스

우) 단지 해당분야의 기술자만이 선

텝의 개수 및 그 분포는 케이스마다

행기술내의 유사구조 화합물이 새로

결정된다.

운 화합물과 동일한 작용을 구비할

*상기의 기준은 주로 화학 화합물에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예

관해 책정된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를 들면 통증완화) 발명의 효과를 증

변경을 더한 후 화학적인 제조방법에

명할 수 있는 대비시험을 반드시 제

도 적용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통증완화이며,

선행기술내의

(3) 경제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인하
여 출원인이 대비시험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심사관은 가능한 출원인에게 대비
시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출원인
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효과를 증명하는 것을 허
용하여야 한다. (심사지침 제2부 제
10장 5.7)

o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o코멘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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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al base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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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tent Act

o Patent Act

Article 42 (Patent Application)

Article 36 (Patent Applications)

o Patent Act Enforcement Rules

o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Patent Act Enforcement Rules Article

Article 24 (Form of specification) Form

21 (Patent Application, etc.), Form 15

29

in annex (Specification), Form 16 in

Article 24-2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nnex (Drawings), and Form 17 in

invention)

annex (Abstract)

Article 24-3 (Description of claim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4 Patent

Article 24-4 (Form of claims) Form 29-2

Application

Article 25 (Form of drawing) Form 30

claims
(1) Relevant provisions in laws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Article 25-2 (Description of abstract)
Article 25-3 (Form of abstract) Form 31

(2) Examination guidelines, manuals,
standards, etc.

o Examination Guidelines

o Examination Guidelines

Part 4 Patent Application

Part I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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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provisions of the new European Patent

o The relevant sections of U.S. patent law

Convention (EPC) (as published in the EPO

that form the foundation for the disclosure

Official Journal (2007), Special Edition 1,

and the claims are Title 35 of the United

entry into force on 13.12.2007 at the latest)

States Code Section 112 (35 U.S.C. 112) and

which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Section 113 (35 U.S.C. 113). In USPTO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claims are

practice, the disclosure includes the

the following:

specification, which includes the description

Article 78(1) EPC:

and the claims; and the drawings.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35 U.S.C. 112 Specification.

patent application

In USPTO practice, there is a separate

Article 80 EPC:

statutory requirement for drawings that is

Date of filing

set forth in 35 U.S.C. 113.

Article 83 EPC:

35 U.S.C. 113. Drawings.

Disclosure of the invention
Article 84 EPC:

o The relevant implementing regulations are

The claims

Sections 1.71- 1.75, 1.77, 1.81 and 1.83 of Title

Article 85 EPC:

37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7 CFR

The abstract

1.71- 1.75, 1.77, 1.81 and 1.83), which are as

Article 123 EPC:

follows:

Amendments

Section 1.71
Detail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o Rules 40 and 41

invention.

Minimum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for

Section 1.72

according a date of filing (see also Rule 56 for

Title and abstract.

missing parts of the description and missing

Section 1.73

drawings "completely contained" in a

Summary of the invention.

claimed priority document)

Section 1.74

Rules 42 to 43 and 46 to 49 EPC:

Reference to drawings.

Provis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Section 1.75

Rule 137:

Claim(s)

Amendment of the European patent

Section 1.77

application

Section 1.81

Rule 138:

Drawings required in patent application.

Correction of errors

Section 1.83
Content of drawing.

o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 USPTO practice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fice (hereinafter "Guidelines") (Guidelines to the new version

and claims is set forth in various sections of the Manual of

of the Convention, December 2007) deal with the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such as Sections 201,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claims particularly in the

608, 706 and 904.

following sections:
Guidelines concerning Article 83 (disclosure) are to be found
in C-II, 4.1.4.3 , 4.9, 4.10, 4.11, 4.17, 4.19, , 6.1 and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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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o The object of Patent System is to

statutory requirements for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encourage inventions by promoting

disclosur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their protection and utilization so as to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ndustry. (Article 1 of the Patent Act)

(Patent Act Article 1)
In other words, it is to encourage the

o The Patent System promotes

protection of the invention by giving

protection of inventions by granting a

patent right to a person who develops

patent right or exclusive right under

new technology and publishes it

certain conditions for a certain period

through an examination process, but it

of time to those who have developed

is to provide a third party with an

and disclosed new technology, while it

opportunity to use the invention.

gives the public an opportunity to gai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access to the invention by disclosing

invention as above are made by a

technical details of the invention. The

specification functioning as a right that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an

definitely clarifies the scope of the

invention as described above are

patent invention sought to be protected

promoted through a patent specification

and as a technical document that

and drawings which serve both as a

publishes the technical contents of the

technical document disclosing technical

invention.

details of an invention and as a

(Examination Guidelines

p.4106)

document of title defining the technical

Patent Act Article 42 stipulates the

scope of a patented invention

description requirements of the detailed

accurately.

description and the claims, and the
functioning as the technical document
and the right may be accomplished by
the specification that meets such
descrip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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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concerning Article 84 (claims) are to be found in
C-III, 1 , 3.7, 4.1 to 4.22, 5, 6.1 to 6.6.
Other requirements to be met by the description are dealt
with in C-II, 4.2 to 4.8, 4.12 to 4.19 , 6 and 7, and C-III, 4.3,
4.4, 4.10, 4.11, 4.17 to 4.19, 6 and 8, C-IV, 6.3 and 8.
For amendments see C-VI, 4.6 to 5.3.11, 5.5 and for
correction C-VI, 3.1, 5.4 , A-II, 5 and A-X, 11.2.1.
Other requirements to be met by the claims are dealt with in
C-III 2 to 6, C-VI, 3.1 A-X, 11.2.2, B XII, 2.2
Guidelines relating to the drawings are given in A-II, 5,A-X;
B.12, 2.1; C-II, 5; C-VI, 3.1, and regarding the abstract in
A-III, 10; B-IV, 1, 4; B-X, 7, B-XI and Annex, and C-II, 2.

o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o the public is regarded as

o To obtain a patent on a new, useful, and nonobvious

the counterpart for the temporary monopoly granted in return

product or process, the inventor must file with his/her

by the public authorities to the applicant.

application a specification fully disclosing the invention and

o The public must always be able to carry out the invention

how to make and use it.

from the disclosure.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e

o The requirement of adequate disclosure assures that the

disclosure are intended to ensure this, even after the

public receives a "quid pro quo" for the patent granted to the

monopoly has expired.

inventor.

o As the claims determine the ambit of the patent,

o Full disclosure of the invention and the manner of making

interpretation as to their exact scope may be necessary at

and using it on publica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issuance

several stages in the life of the application and the patent.

of the patent immediately increases the storehouse of public

This interpretation is carried out with the help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for further research and innovation and

description and any drawings.

assures that the invention will be freely available to all once

Furthermore, a quick grasp of the disclosure is easier if the

the statutory period of patent expires.

latter has a standardized structure of specific elements. This
is an important factor in facilitating search and examination.
o Therefore certain form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must
be fulfilled not only by the claims but also by the description
and any drawings.
o One task of the examiner is to check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in order to be able to carry out a proper
substantive examination thus facilitating the task of the judge
in any litigation, ensuring legal security for the patent
proprietor and his competitors and increasing the value of
pat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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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o In the specification,

(1)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ccompanied by an abstract, drawing(s)

1. the title of the invention,

(if necessary) and a description stating

2. a brief explanation of the drawings

the following:

(if drawings are accompanied)

(i) the title of the invention;

3.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i) a brief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shall be stated.

drawing(s);

(Article 36(3) of the Patent Act, Form

(iii)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29)

invention; and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v) the patent claim(s).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Patent Act Article 42(2), Patent Act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nforcement Rules Article 21, Form 15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in annex)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o The detailed explanation of an

(Article 36(4)(i) of the Patent Act)

invention referred to paragraph (2)(iii)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ust specify the invention clearly and

invention shall state, in principle,

in detai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echnical Field”", “"Background Art”",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o

“"Problem to be Solved by the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Invention”", “"Means for Solving a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echnical Problem”", “"Effect of the

may easily replicate the invention.

Invention”", “"the Best Mode for

(Patent Act Article 42(3))

Carrying out the Invention”", “"Working

o In the specification, each of the

Example”", “"Industrial Applicability”" is

followings should be included:

indicated in this order. (Form 29)

description and their arrangement

1. Technical Field
2.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3. Means for Solving a Technical
Problem
(Patent Act Enforcement Rules Article
21(3))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all state, in principle,
"Technical Field", "Background Art",
"Disclosure of the Invention",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is
indicated in this order. (Form 15 in
annex).

(2) Title of the invention

o The "Title of the Invention"should be

o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described concisely according to the

be such as to indicate concisely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as follows:

invention concerned. (Form 29)

(1)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be described concisely according to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avoiding a
vague and lengthy descrip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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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rticles 78, 80 and 83 form the basis for requiring a

o The required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disclosure and

description, while the content and form of the description is

their arrangement is USPTO practice are set forth in 37 CFR

governed by Rule 42.

1.77 and MPEP 608.01(a). MPEP 608.01(a) states in part:

o The order of presentation of the various sections set out in

o The following order of arrangement is preferable, but not

Rule 42 (1) need not be strictly adhered to, where a different

mandatory in framing the specification and, except for the

order is more helpful (Rule 42(2)). For example, in the course

title of the invention, each of the lettered items should be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preceded by the headings indicated.

references to prior art related to a particular item involved in

(a) Title of the Invention.

carrying out the invention are allowed.

(b) Cross-References to Related Applications.

o No titles or headings are required for the individual

(c) Statement Regarding Federally Sponsored Research or

sections referred to in Rule 42

Development.

(1) If such headings are included, they may stand but should

(d) The names of the parties to a joint research agreement.

preferably be deleted.

(e) Reference to a "Sequence Listing," a table, or a computer

o Rule 42 states

program listing appendix submitted on a compact disc and an

(1) The description shall:

incorporation-by-reference of the material on the compact disc

(a) specify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relates;

(see 37 CFR 1.52(e)(5)).

(b) indicate the background art which, as far as known to the

The total number of compact discs including duplicates and

applicant, can be regarded a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e files on each compact disc must be specified.

invention, for drawing up the European search report and

(f) Background of the Invention.

examin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Field of the invention.

and, preferably, cite the documents reflecting such art;

(2) Description of the related art including information

(c) disclose the invention, as claimed, in such terms that the

disclosed under 37 CFR 1.97 and1.98.

technical problem, even if not expressly stated as such and its

(g)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

solution can be understood, and state any advantageous

(h) Brief Description of the Several View of the Drawings.

effects of the invention with reference to the background art:

(i)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 briefly describe the figures in the drawings, if any;

(j) Claim or Claims.

(e) describe in detail at least one way of carrying out the

(k) Abstract of the Disclosure.

invention claimed using examples where appropriate and

(l) "Sequence Listing," if on paper (see 37 CFR 1.821-1.825).

referring to the drawings, if any;
(f) indicate explicitly, when it is not obvious from the
description or nature of the invention, the way in which the
invention is capable of exploitation in industry.
(2) The description shall be presented in the manner and
order specified in paragraph 1, unles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nvention, a different presentation would afford a better
understanding or be more concise.

o The requirement that the title of the invention be taken

o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be brief but technically

from the Request for grant and restated at the beginning of

accurate and descriptive, and should contain fewer than 500

the description has been deleted.

characters. However, brevity will be sacrificed to gain
informative value for indexing, classifying, searching, etc.
(MPEP 606 and 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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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not include an individual name, a
trademark name, a nickname of a
product, an expression showing
extremely abstractive function only, or
a term such as a patent.
(3) When describing claims having two
or more categories (product,
manufacturing method, manufacturing
device, use method, etc.) in the claims,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be
described using a simple and brief title
of the invention that includes all of the
plurality of categories.
(4)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be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what is claimed in the invention can
be clarified.
(5) When the object to be claimed
described in the claims is changed by
an amendment,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ould also be amended
accordingly. (Examination Guidelines
p.4108)

(3)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i) Technical field, industrial field of
utilization

o The "Technical Field of the

o As “"Technical Field to which an

Invention" to be patented should be

Invention Pertains”", at least one

definitely and concisely described.

technical field to which a claimed

(Examination Guidelines p.4110-3)

invention pertains should be stated in
a specification.
o However,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an Invention Pertains”" is not
required to be explicitly stated i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understand it without such explicit
statements when looking into overall
descriptions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is is because strictly applying
the requirement to such a case would
rather result in redundant descriptions.
o Further, in cases where an invention
is deemed not to pertain to existing
technical fields like an invention
developed based on an entirely new
conception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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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general indication of the technical field (here taken to be

o In USPTO practice, the field of the invention is recited in

synonymous with industrial field of utilization) is required

the background of the invention.

under Rule 42 (1) (a).

o The applicable guideline is set forth in MPEP 608.01(c) (1),

o One practical effect should be to inform the reader as

which states:

succinctly as possible as to whether it is of interest to read

608.01(c) Background of the Invention

further.

(1) Field of the Invention:
A statement of the field of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is statement may include a paraphrasing of the
applicable U.S. patent classification definitions. The statement
should be direc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e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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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rior art, an application for such
an invention need not to state existing
technical fields, and statements of the
new technical field developed by the
invention suffices the requiremen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3.2(1)①)

(ii) Prior art, background art

o Conventional techniques that are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sidered to be useful in

invention shall provide the source of

comprehension of the invention,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the

invention(s) known to the public

prior arts, are described and document

through publication such as the name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al

of the publication and others where the

techniques is also described, if an

person requesting the grant of a patent

applicant has known thereof.

has knowledge of any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p.4110-3)

related to the said invention, that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through
publication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Article 36(4)(ii) of
the Patent Act)

(iii) Problems which the invention aims
to solve

o In the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o As “problem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Invention” an application should state

techniques to be solved by the

at least one technical problem to be

invention to be patented, etc. are

solved by a claimed invention.

described. (Examination Guidelines

o However, the “problem to be Solved

p.4110-3)

by the Invention”is not required to be
explicitly stated i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understand it without such
an explicit statement, when looking
into overall descriptions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including
statements of prior art or advantageous
effects of the inven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Not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comprehend the technical problem when
considering prior art which falls withi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o Further, in cases where an invention
is deemed not based upon recognition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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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levant prior art must be assessed and bibliographic data

o In USPTO practice, prior art and/or background art may be

given. Long lists of documents without any individual

found in the part of the disclosure entitled Background of the

commentary are not helpful in identifying the most relevant

Invention as set forth in MPEP 608.01(c) (2) which states in

prior art. Bare bibliographic data by themselves are generally

part:

not sufficient.

(2) Description of the related art including information
disclosed under 37 CFR 1.97 and 1.98: A paragraph(s)
describing to the extent practical the state of the prior art or
other information disclosed known to the applicant, including
references to specific prior art or other information where
appropriate.
o Where applicable,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ior art or
other information disclosed which are solved by the applicant's
invention should be indicated.

o The applicants are not obliged to explicitly state what

o where applicable,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ior art or

problem the invention is intended to solve. They may do so or

other information which a resolved by applicant's invention

the problem may be deducible from the mere disclosure of the

should be indicated in the Background of the Invention.

invention. In any case, wherever a patentable invention exists

o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applicant draft the

a problem can be formulated. A long list of various problems

specification in terms of problem-solution or that the applicant

or "objects" (i.e. objectives) is neither required nor particularly

even be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prior art.

helpful, especially when there is no indication which is to be

o An applicant is not permitted to make derogatory remarks

considered as the main problem. The perceived problem may

concerning the inventions of others as set forth in MPEP

need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ination procedure. Any

608.01(r) which states:

problem finally stated must have had some basis in the

608.01(r) Derogatory Remarks

application as filed (Article 123 (2)).

About Prior Ar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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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problem to be solved like an
invention developed based on an
entirely new conception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prior art or
an invention which is based on a
fortuitous discovery resulting from
trials and errors (e.g., chemical
substances), an application for such an
invention is not required to state a
problem to be solv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3.2 (1) ②)
o “statements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which are
to be in accordance with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under Article 36(4)（i）shall
state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and its solution, or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understand
the technical significance of the
invention.”(Article 24-2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iv) Disclosure of the invention (means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f solving the problems) -

invention should specify the invention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enablement requirement

clearly and precisely as prescribed by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Economy in such a manner that a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Article 36(4)(i) of the Patent Act)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Patent

Act Article 42(3))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ould specify the invention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a manner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It
means that the specification should be
described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a manner that an average technician
who has ordinary technical
comprehension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carry out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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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nablement is taken to mean the ability of the person

o The separately stated requirements under 35 U.S.C. 112 of

skilled in the art to perform the invention on the basis of the

how "to make" and how "to use" the invention have become

information supplied in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combination as the "enablement requirement".

o The basic consideration is, therefore, whether the

o While applicant is required to set forth the steps and/or

information is sufficient or not for the addressee. In

apparatu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in the disclosure,

particular, the description must disclose any feature essential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disclosure be presented in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so that the skilled person can

terms of "solving a problem".

put the invention into practice without undue effort

o The filing date is the reference point for determining

(Guidelines C-II, 4.9).

whether a disclosure is enabling. ... application sufficiency
under Section 112, first paragraph, must be judged as of its
filing date. It is an applicant's obligation to supply enabling
disclosure without reliance on what others may publish after
he has filed an application on what is supposed to be a
completed invention. If he cannot supply enabling information,
he is not yet in a position to file.
o The court in In re Glass answered in the negative the
question:
"If a disclosure is insufficient as of the time it is filed, can it
be made sufficient, while the application is still pending, by
later publications which add to the knowledge of the art so
that the disclosure, supplemented by such publications, would
suffice to enable the practice of the invention?"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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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ntion by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and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The
Invention" that is to be an object to be
determined as to whether it can be
carried out is the invention related to
the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to be filed, wherein it is
deemed as the carrying out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Therefore, if excessive trials and errors
or high-level experiments, etc. are
required in carrying out the invention
comprehended from the description in
the claim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4110-2)

(a) Amount of detail needed to satisfy

o Although being based on such a

o In the case of “n invention of a

the sufficiency of description

description, functional expressions that

product,” various forms of expression

requirement - functional vs.

describe functions or effects of the

such as function and others can be

structural description

invention shall not be allowed, either,

used as matters to define an invention

unless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in addition to the forms of expression

is considered to be clear as a whole.

such as combination of products 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1997 HU

structure of products.

1344 delivered on Oct. 18, 1998)

o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in

(Examination Guidelines p.4131)

the technical field where the structure
of a product can hardly be predicted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is

from its function, work, property or

required to be described with not only

characteristics (hereinafter referred to

the constitution itself but also the

“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it

function thereof.

should be noted that the scope of an

Actually,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clearly describe the

invention tends to be unclear in many

function rather than to describe the

cases as a result of defining the

constitution precisely according to the

product by its function or

technical field (for example, the field of

characteristics, etc. (e.g. inventions of

computer). Therefore, the constitution

chemical substances).

of the invention shall describe wha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functions individual technical units

1.

perform and how they are related to

Section 2.2.2 (4) ①②)

each other and are operated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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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has approved the use of art coming into existence after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as evidence of the state of
art existing on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The court has not approved the use of a later publication
disclosing a later existing state of the art in testing an
earlier filed application for compliance with 35 U.S.C. 112,
first paragraph.

o In order that the description requirements are fully satisfied

o The applicant describes the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in

it is necessary that the invention is described not only in

terms of both functional and structural statements. The

terms of its structure but also in terms of its function, unless

USPTO does not prefer one form of statement over the other

the functions of the various parts are immediately apparent.

as long as the invention is sufficiently described. 35 U.S.C.

o Indeed, in some technical fields (e.g. computers), a clear

112 contains no requirement for structural disclosure.

description of function may be much more appropriate than
an overdetailed description of structure. Where an invention
lies in realising what the problem is, the solution being
obvious once the problem is stated, then the details given of
the solution may be minimal. (Guidelines CIV, 11.6 and C-II,
4.5 to 4.6).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the problems, etc. (Examination
Guidelines p.4113)

(b) Definition of "person skilled in the
art"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 The term "a person having ordinary

invention should specify the invention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a manner

pertains" in Article 36 (4)(i) is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considered to mean a person who has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ability to use ordinary technical means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I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means that the specification should be

comprehension of document,

described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experimentation, analysis and

a manner that an average technician

manufacture) and to exercise ordinary

who has ordinary technical

creativity in the art to which the

comprehension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Examination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carry out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the invention by the description in the

3.2 (1))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and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4110-1)

- whether the same as for inventive
step

o A person who becomes a criterion to

o The term "a person having ordinary

determine whether the invention has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an inventive step stipulated in Article

pertains" in Article 29 (2) is considered

29(2) is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to mean a person: who has the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pertai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 person

at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skilled in the art provides a

and has ability to use ordinary

hypothetical person under the Patent

technical means for research and

Act who learns by experience

development; who has ability to

knowledge of experts in the technical

exercise ordinary creativity in selecting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terials and changing designs; and

who has technical common knowledge

who is able to comprehend as his/her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own knowledge all technical matters in

invention pertains before filing the

the state of the art in the field to

invention, who is able to freely use

which a claimed invention pertains at

general means and ability for research

the time of filing a patent application.

and development (including experiment,

In additio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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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Guidelines C-IV, 11.3 define the skilled parson as

o While there is no absolute definition of "person of ordinary

follows;

skill in the art", U.S. case law has stated that such a person

o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should be presumed to be an

would possess ordinary or fair information for a particular

ordinary practitioner aware of what was common general

technology. This person would not be one having more than

knowledge in the art at the relevant date. He should also be

ordinary skill or a genius in the art or more than one person

presumed to have had access to everything in the "state of

such as a team of persons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 art", in particular the documents cited in the search

The knowledge and skill of such a person would vary from

report, and to have had at his disposal the normal means

case to case depending upon the technology. Therefore, an

and capacity for routine work and experimentation. If the

enabling disclosure would not have to contain every detail for

problem prompts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seek its

the invention but must be sufficient to enable one of ordinary

solution in another technical field, the specialist in that field

level in that particular technology to have the understanding

is the person qualified to solve the problem.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 solu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must therefore be based on that specialist's knowledge
and ability.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 is more
appropriate to think in terms of a group of persons, e.g. a
research or production team, than a single person. This may
apply e.g. in certain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s
or telephone systems and in highly specialised processes such
as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integrated circuits or of
complex chemical substances.
o This definition in the Guidelines comes under the heading
of inventive step.

o There is no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skilled person

o 35 U.S.C. 103 refers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assessing inventive step and the skilled person assessing

the art" while 35 U.S.C. 112 refers to "any person skilled in

sufficiency of the description.

the art".

o For assessing inventive step or non-obviousness, the person

Although similar language is employed in the two sections, in

skilled in the art is expected to have access to all the

USPTO practi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kill

relevant documents in the state of the art. However, in

attributable to a person in the art depending on whether the

determining sufficiency of the description this same person

attribution is occurring under Section 103 or Section 112.

should not be expected to undertake any search to obtain

o This difference in attribution of skill level results from the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from the description

art that is available to skilled persons under each section.
o Prior art that will negate novelty under Section 102 or
evidence a lack of inventive step under Section 103 will not
necessarily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practice the
invention. For example, art that teaches how to make the
invention which may bar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102
may not teach how to use the invention and therefore not be
sufficiently enabling to support an application. Additionally,
prior art that is available under Section 102(e)/103 is not
necessarily available to prove enab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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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anufacture, etc.), who is

is supposed to be able to comprehend

able to obtain all things at the level of

as his/her own knowledge all technical

technique before filing the invention

matters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to make them as his/her

relevant to a problem to be solved by

knowledge, and who is able to

an invention.

comprehend knowledge in the technical

Further, there may be cases where it

field related to the problems to be

is more appropriate to think in terms

solved by the invention as his/her own

of “ group of persons" than a single

knowledge.

person.

Herein, the "level of

technique"means the level of techniqu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hat is constituted by the technical

2. Section 2.2. (2))

knowledge such as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etc., other than the inventions
stipulated in each item of Article 29(1)
of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2404)

- relevant art

o No comment

o No comment

- use of prior art in determining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ould specify the invention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a manner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can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on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e basis of matters described in the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It

specification and drawings taking into

means that the specification should be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described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knowledge as of the filing.

a manner that an average technicia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who has ordinary technical

1. Section 3.2 (1))

comprehension in the art to which the

o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carry out

means technologies generally known to

the invention by the description in th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matters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and the

clear from empirical rules. Therefore,

technical common knowledgein the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cludes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method of experimentation, of analysis,

enab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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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levant art can be broadly thought of as that which would

o For enablement purposes, the relevant art is not only the

cause the skilled reader to react to the situation faced by the

art where the problem has arisen or where the solution to

applicants.

the problem is found, which may be independent of the

The closest prior art can usefully be thought of as that

specific industry, but also the art which would afford the

providing the same or similar effects and having the most

"best chance" of enablement.

features in common with the invention. Sometimes, when the

o Relevant art for enablement, must be readily available and

inventive step in a claim can be attacked from different

known to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rior to the filing

standpoints, the closest prior art can only be properly

date of the application.

identified after one or more stages in the examination process.

o Enablement is taken to mean the ability of the person

o The prior art used in determining enablement must be

skilled in the art to perform the invention on the basis of the

readily available and known to one skilled in the art as of

information supplied in the description. This person is not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expected to undertake any search to obtain necessary

o Relevant prior art (or inventive step purposes would include

information missing from the description itself. However,

subject matter invented by another in the U.S. who has not

common general knowledge may be relied on to fill a gap in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it (35 U.S.C. 102(g)/103)

the description. As "common general knowledge" can generally

whereas that relevant prior art would not be useful for

be consider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basic handbooks,

enablement purposes if the invention was not publicly

monographs and textbooks on the subject in question o As an

available.

exception, it can also b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patent
specifications or scientific publications, if the invention lies in
a field of research which is so new that the relevant technical
knowledge is not yet available from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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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of manufacture, etc., as far as they are

(Examination Guidelines p.4110-1)

generally known to a person skilled in

Note) The well-known technical

the art. Whether or not a certain

common knowledge means technologies

technical matter is generally known to

(for example, well-known technolog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should be

common general technology) generally

determined based upon not only how

known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many documents show the technical

matters clear from empirical rules.

matter but also how much attention

The well-known technology, which is

has been given to the technical matter

technologies generally known to the

by such a person.

technical field, means, for exampl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echnologies that have considerably a

1. Section 2.2.2 (3))

plurality of publicly known documents,
are known to the business, or are
known enough not to be exemplified.
The common general technology means
technology that is commonly used as
well-known technology. (Examination
Guidelines p.2319)

(c) Incorporation by reference

o Meanings of "in such a manner that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t may be carried out"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In such a manner that it may be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rrier out"means that: in the case of

can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on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product

the basis of matters described in the

can be manufactured and the product

specification and drawings taking into

can be used, in the case of an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invention of a method, the method can

knowledge as of the filing.

be used, and in the case of a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1

invention of a method to produce a

Chapter 1 Section 3.2 (1))

product, the product can be

Therefore, if “ Person Skilled in the

manufactured by the method.

Art” who is supposed to have ordinary

An invention to be carried out is

skill cannot understand how to carry

construed as an invention described in

out the invention on the basis of

the claims.

teachings in the specification and

Therefore, when an

invention described only in the detailed

drawing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ther than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in the claims is not described in such

filing, then, such a description of the

a manner that it may be easily carried

invention should be deemed insufficient

out, it does not violate Article 42(3) of

for enabling such a person to carry out

the Patent Act.

the invention. For example, if a large

However, when there is an inadequate

amount of trials and errors or

descriptive manner in the matters

complicated experimentation are needed

required in carrying out some of the

to find a way to carry out the

constituents that constitute the

invention beyond the reasonable extent

invention although it is not directly

that can be expected from a person

related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skilled in the art, such 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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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general requirement for a European application is that

o An application must be complete in and of itself at the

is should be selfcontained.

time of filing in order to comply with the disclosure

o Consequently although any prior art document may be

requirements of 35 U.S.C. 112. However, USPTO practice does

referred to, incorporation of the whole or part of its content

permit an applicant to incorporate material into the

by a mere reference thereto and/or by merely stating that its

specification by reference to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content is incorporated is not allowed where the reference

publications. The criteria for incorporation of material set

relates directly to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forth in 37 CFR 1.57(b) and MPEP 608.01(p) depends upon

o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n the document referred to

whether the material is considered "essential" or

was publicly available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nonessential".

at least a summary of the document should be incorporated

o "An application for a patent when filed may incorporate

explicitly in the description. If the document referred to was

'essential material' by reference to (1) a United States patent

not publicly available before the filing date, then amendment

or (2) a U.S.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which patent or

of the description on the basis of this document is only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does not itself incorporate such

possible if, firstly, a copy of the document was furnished to

essential material by reference. 'Essential material' is defined

the EPO on or before the filing date and, secondly, the

as that which is necessary to (1) provide a written description

document wa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no later than the

of the claimed invention, and of the manner or process of

publication date of the application (Guideline C-II, 4.19).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as required by
35 U.S.C. 112, 1st paragraph, or (2) describe the claimed
invention in terms that particularly point out and distinctly
claim the invention as required by 35 U.S.C. 112, 2nd
paragraph, or (3) describe the structure, material or acts that
correspond to a claimed 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as required by 35 U.S.C. 112,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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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ims, it is deemed to violate

should not be deemed sufficient.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so tha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a reason for rejection is issued.

1. Section 3.2 (2))

(3) Meanings of "in such a manner
that it may be easily carried out"
The meanings of "in such a manner
that it may be easily carried out" are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xactly understand and reproduce
the invention without going through
excessive trials and errors or repetitive
experiments, etc.
(Examination Guidelines p.4111)
o When documents are cited for
explaining the invention or the prior
art, the names of the cited documents
should not be simply cited but the
matters required related to the present
invention, amo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should be specifically cited.
(Examination Guidelines p.4114)

(d) Risk of future "unenablement"

o Although trademarks are not allowed

o When trademarks are used for what

in principle to be described in the

can be indicated otherwise, there are

specification, the trademarks may be

some cases where the requirements

exceptionally described in the cases

under Patent Act Article 36(4) or (6)

where the object having a trademark

are not met.

can be easily obtained, there is littl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1

chance that the contents of the

Chapter 1 Section 4. (4))

invention are changed due to the
changes in the quality of the
trademark or the composition thereof,
etc., and the object having the
trademark can be clearly settled,

(Refer to 7(8)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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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See 37 CFR 1.57(c) and MPEP 608.01(p).
o Nonessential material may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U.S. patents, U.S.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s, foreign
patents, foreign published applications, prior and concurrently
filed commonly owned U.S. applications, or non-patent
publications. An incorporation by reference by hyperlink or
other form of browser executable code is not permitted. See
37 CFR 1.57(d).
o Although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is the appropriate
reference poi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with an enabling disclosure an original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essential material may be
canceled and the actual material referenced by the
incorporation inserted into the pending application, for
example, if applicant comes to believe that the incorporated
material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o The amendment adding the previously incorporated material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the material being
inserted is the material previously incorporated by reference
and that the amendment contains no new matter. See 37
CFR 1.57(f).
o 37 CFR 1.57(a) provides that, if all or a portion of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is inadvertently omitted from an
application, but the application contains a claim under 37
CFR 1.55 for priority of a prior-filed foreign application, or a
claim under 37 CFR 1.78 for the benefit of a prior-filed
provisional, nonprovis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was present on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nd the
inadvertently omitted portion of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is completely contained in the prior-filed application, the claim
for priority or benefit shall be considered an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the prior-filed application as to the inadvertently
omitted portion of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See MPEP
201.17.

o Risk of future "unenablement" is taken to relate to the

o 1) Where a claimed process or apparatus relies on the use

circumstance where a named product or item, critical to the

of a particular chemical composition identified by a trademark

performance of the invention, is not ascertainable (e.g.

herein the composition is clearl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because it has long ceased to be manufactured).

or is known to those skilled in the art at the time the

o The EPO practice is to call for a definition of the

application was filed and was readily available as an article

product/item at the outset so that the invention is "enabled"

of commerce at that time. The owner/manufacturer of the

without reliance on the name. The exceptions here are

trademarked composition may later change or discontinue

internationally accepted terms like "Venturi" tubes and

making the composition and the worker skilled in the art

"Bowden" cables. Registered Trade Marks should be

may not then be able to duplicate or prepare a substitute,

acknowledged as such.

thus rendering the process or apparatus unenabling.

o Micro-organism deposits are intended to prevent

o 2) A chemical process or product produced therefrom which

"unenablement" for the maximum lifetime of the patent.

relies upon a unique strain of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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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trademark is described.
(Examination Guidelines p.4114)

(e) Disclosure requiring experimentation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 reasonable experimentation

invention should specify the invention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 unreasonable experimentation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a manner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can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on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e basis of matters described in the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It

specification and drawings taking into

means that the specification should be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described clearly and precisely in such

knowledge as of the filing.

a manner that an average technicia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1

who has ordinary technical

Chapter 1 Section 3.2 (1))

comprehension in the art to which the

Therefore, if “"a Person Skilled in th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carry out

Art”" who is supposed to have ordinary

the invention by the description in the

skill cannot understand how to carry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a) If the microorganism is not made freely available by
deposit in a permanent culture collection or the organism is
unstable, those skilled in the art may again not be able to
practice the invention and
b) Although the microoganism culture critical to the practice
of the invention is deposited in a permanent culture collection
the culture undergoes a physical change that renders it
unusable.
o The court in In re Coleman, recognized that were a
specification recites a trademark or trade name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the specific materials disclosed may be
removed from the market or that the trademark or trade
name may be applied to a significantly different product.
o However, where the risk is small and the occurrence of the
event of nonenablement is too remote and speculative, a
rejection under the first paragraph of 35 U.S.C. 112 cannot be
supported.
o The specification must guide those skilled in the art to its
successful application. The minutiae of descriptions or
procedures perfectly obvious to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yet unfamiliar to laymen need not be set forth. The test of
sufficiency of disclosure to practice the invention is not merely
quantitative as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mentation is
permissible if it is merely routine, or if the specification in
question provides a reasonable amount of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experimentation should
proceed.
- unreasonable experimentation
o While some experimentation is acceptable in order to
practice the invention the degree of experimentation required
must not be undue, unreasonable, extended and require
ingenuity beyond that to be expected of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o No undue effort is to be expected from the skilled person

o While sufficient information must be given in the

either by way of search or experimentation. However,

specification so that one skilled in the art can practice the

experimentation that leads to a quick and reliable way of

invention it is not fatal if some experimentation is required in

obtaining the desired result is a reasonable expectation where

order for one skilled in the art to actually practice the

the manner and outcome of such experimentation is described.

invention so long as undue or unreasonable experimentation is

Similarly, routine methods of experimentation or analysis

not required.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undue

extending the particular teaching of the description to cover

experimentation in a given case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

the whole field claimed can be expected of the skilled reader

standard of reasonableness and will depend on the facts of

(Guidelines C-III, 6.3).

each case.

o By contrast, where there are well-founded reasons to believe

The following factors may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at a skilled person would not be able to extend the

whether the experimentation required was undue or

teaching of the description to the whole of the field claimed

unreasonable (In re Wands):

by using routine methods of experimentation or analysis, then

1) the quantity of experimentation needed to make or 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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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and the

out the invention on the basis of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achings in the specification and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drawing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If excessive trials and errors or

filing, then, such a description of the

high-level experiments, etc. are

invention should be deemed insufficient

required in carrying out the invention

for enabling such a person to carry out

comprehended from the description in

the invention. For example,

the claim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may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4110-2)

(f) How to make
- availability of starting materials

"In such a manner that it may be

o For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carrier out" means that: in the case of

description shall be stated so as to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product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can be manufactured and the product

make the product. For that purpose,

can be used, in the case of an

the manufacturing method must be

invention of a method, the method can

concretely described, except the case

be used, and in the case of an

wher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invention of a method to produce a

manufacture the product based on the

product, the product can b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manufactured by the method.

drawings, and the common general

(Examination Guidelines p.4111)

knowledge as of the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2) ②)
o For an invention of a process for
manufacturing a product, various types
exist including a process for producing
goods, a process for assembling a
product, a method for processing a
material, etc. Any of these consists of
such three factors as i) materials, ii)
process steps and iii) final products.
For an invention of a process for
manufacturing a product, the
description shall be stated so as to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manufacture the product by using the
process.
Thus, these three factors shall in
principle be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manufacture the produc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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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nts are called on to furnish convincing evidence to

invention based on the content of the disclosure;

the contrary or to restrict their claims accordingly. Such

2) the amount of direction provided by the inventor;

reasons should preferably be supported by a document.

3) the existence of working examples;

o Where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an invention depends

4) the nature of the invention;

on chance, the description is held to be insufficient. That is,

5) the state of the prior art;

in following the instruction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6) the level of one of ordinary skill;

the skilled reader finds either that the alleged results are

7) the level of predictability in the art; and

unrepeatable or only obtainable in a totally unreliable way.

8) the breadth of the claims.

o The description of alleged inventions working contrary to

- reasonable experimentation

established physical laws is also held to be insufficient, at

o A disclosure complies with 35 U.S.C. 112 even though some

least if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functioning of such an

experimentation is required, provided the experimentation is

apparatus (Guidelines C-II, 4.11).

not an undue amount or unreasonable.

o Information that can only be derived from a thorough

o An invention must be adequately disclosed in the

search is not common general knowledge. That is, the mere

specification so as to permit one skilled in the art to make

identification of starting or intermediate materials used in the

and use the claimed invention.

production of, say, a chemical compound is not necessarily

o Apparatus, methods or materials essential to make the

sufficient if the skilled reader is unable to find out from a

inventive product or carry out the inventive process even

document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or from common

though not recited in the claim must be adequately disclosed.

general knowledge how to obtain these materials.

The issue in In re Ghiron was directed to applicant's failure
to disclose suitable data processing apparatus for carrying out
the method claims.
o With respect to cases involving processes or products which
require the use of a particular strain of microorganisms, the
court in In re Argoudelis, held that deposit of a culture of
the strain in the permanent culture collection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ository was sufficient to make
the strain publicly available and to comply with 35 U.S.C.
112. Under USPTO practice, a microorganism which provides
an essential starting material or acts to transform an initial
material into the desired product must be placed in a
permanent culture collection and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ce a patent issu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how
to make aspect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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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descriptions of the specification,
drawings and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4) ②)

(g) How to use
- utility and operability

o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o For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product, the product can be

description shall be stated in the

manufactured and the product can b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o

used,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as to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ethod, the method can be used, and

to use the product. To meet this, the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method

way of using the product shall be

to produce a product, the product can

concretely described except where the

be manufactured by the method.

product could be used by a person

(Examination Guidelines p.4111)

skilled in the art without such explicit
description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descriptions of the
specification, drawings and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2) ③)
o In the case of inventions in technical
fields where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infer how to make and use a product
on the basis of its structure (e.g.,
chemical substances), normally one or
more representative embodiments or
working examples are necessary which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carry out the invention. Also, in the
case of use inventions (e.g., medicine)
using the character of a product etc.,
the working examples supporting the
use are usually requir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5) )

(h) Proof of enablement

o The responsibility to clearly and

o Where an examiner makes a notice

completely describe the present

of reason for refusal on the ground of

invention belongs to an applicant,

violation of enablement requirement

excepting the case where it is

under Article 36(4)(i), (s)he shall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atent Act

identify the claim which violates the

or the instruction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make clear that the

Patent Act, so that when the invention

ground of refusal is not a vio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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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description should indicate explicitly the way in which

o The how to make and use requirement under 35 U.S.C.

the invention is capable of industrial exploitation, when this

112, first paragraph parallels a similar requirement under 35

is not selfevident. Reference is also mode to (3) (iv) (a) and

U.S.C. 101 which sets forth that in order to be patentable the

(e) above.

invention must be useful.
o A rejection under Section 101 for lack of utility will
necessarily entail a rejection under Section 112, first
paragraph in that if the invention lacks utility the
specification cannot have taught how to use the invention.
However, the con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in that a
specification that fails to adequately disclose how the
invention may be practiced may in fact disclose a utility for
the invention.

o See (3) (iv) (e) above.

o In U.S. practice it is the USPTO that has the "burden of
giving reasons, supported by the record as a whole, why the
specification is not enabling". "The first paragraph of Section
112 requires nothing more than objective enablement" wherein
a specification's disclosure that contains statements which on
their face appear to establish enablement the statements
"must be taken as in compliance ... unless there is reason to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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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scribed in a manner that it may

Ministerial Ordinance requirement but

be carried out, an examiner should not

a violation of enablement requirement

assert that the descriptive method or

under Article 36(4)(i), and point out

the descriptive manner other than the

particular descriptions, if any, which

described contents is not adequate.

mainly constitute the violation. When

(Examination Guidelines p.4115)

sending a notice of reason for refusal,
the examiner should specifically point
out a concrete reason why the
application violates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reason above should be supported
by reference documents. Such
documents are, in principle, limited to
those that are known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s of the filing.
However, specifications of later
applications, certificates of experimental
result, written oppositions to the grant
of a patent, and written arg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for another
application etc. can be referred to for
the purpose of pointing out that the
violation stems from the descriptions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being
inconsistent with a fact generally
accepted as scientifically or technically
correc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3 (1) )
o Against the notice of reason for
refusal, an applicant may argue or
clarify by putting forth written
arguments or experimental results, etc
(Note). Where the applicant's argument
is confirmed to be adequate by
examining the submitted evidence, the
reason for refusal shall be deemed to
overcome. Where the applicant's
argument does not change the
examiner’ conviction at all or where it
succeeds in denying the examiner's
conviction only to the extent that truth
or falsity becomes unclear,
the examiner makes a decision of
refusal on the ground of the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which is earlier
notified.
(Note) For example, through a written
opinion or a certified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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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t the objective truth of the statements...". It is not
required that "a specification convince persons skilled in the
art that the assertions therein are correct ...".
o Should the U.S. examiner be able to provide reasons for
questioning the objective truth of the statements relied on in
the disclosure to establish enablement, the applicant may
subsequently provide affidavit evidence not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any deficiency in the original disclosure but to
prove that the disclosure originally proved was in fact
en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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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the applicant may clarify that the
experiment or the method of analysis
not considered by the examiner is
actually pertaining to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and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based
on such an experiment or method for
analysis as well as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3 (2))

(v) Action or working of the invention

o In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o It is required to describe how each

technical means (constitution) for

matter defining the invention of the

accomplishing the problems to be

product works (role of each matter)

solved by the invention should be

(namely, “peration”of each matter) if a

described together with the acting

person skilled in the art needs it for

effects. Moreover, embodiments that

using the product of an invention.

show how the invention is actually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embodied should be described so that a

1. Section 3.2.1 (2) ③)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if necessary.
(Examination Guidelines p.4112)

(vi) Working examples (Best mode of
practicing the invention)

o In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o when embodiments or working

embodiments that embody the technical

examples are necessary in order to

means of the invention should be

explain the invention in such a way

described so that a person with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arry out the invention, “he mode for

invention pertains can reproduce the

carrying out the invention" should be

invention, if necessary, wherein the

described in terms of embodiments or

embodiments should describe every

working examples. In cases where it is

possible things.

possible to explain the invention so as

When the claims are inclusively

to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described, each representative

carry out the invention, neither

embodiment corresponding to the

embodiments nor working examples are

inclusive description should be

necessary. (Examination Guidelines

described, excepting the case where the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5) )

specific contents of the invention can
be understoo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by the inclusive description.
In the embodiments, basic data, etc.
should be described, and 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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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 is expected that the description teaches not only what

o While the specification must be specific enough to enable

the invention is but also how it works (see (3) (iv) (a) and (e)

one skilled in the art to practice the invention, it is not

above).

required that the theory or scientific principle underlying the

However, a statement of the theory or principle behind any

invention be explained.

effect or working is not required.

o At least one specific way of performing the invention must

o In USPTO practice there is not necessarily a relationship

be described (Rule 42(1)(e)).

between the presence of a working example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requirement to disclose the best mode. A
working example may or may not represent the best mode,
particularly as the best mode need not be supplied by use of
a working example (see section 2. (3) (vi) (a)).
o Working examples correspond to work actually performed
and may describe tests which have actually been conducted
and results that were achieved. o Simulated or predicted test
results and prophetical examples (paper examples) are
permitted in patent applications.
o Paper examples describe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 embodiment of the invention which has not actually been
conducted. Paper examples should not be represented as work
actually done. No results should be represented as actual
results unless they have actually been achieved. Paper
examples should not be described using the past tense (MPEP
608.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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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applied examples, etc. should
also be described, if necessary.
The comparative examples should
describe the matters technically closest
to the present invention. Moreover,
when describing them, the differences
among the embodiments, the
comparative examples, and the applied
examples should be clarified.
When explaining the embodiments
using the drawings, the
drawings’reference numeral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constituents should be described next to
the technical terms in parentheses.
(Examination Guidelines p.4113-4114)

(a) What is a mode

o No comment

o At least one mode that an applicant
considers to be the best among the
“ode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showing how to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6(4)(i)
should be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Note) The “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referred to in this Guideline
is the same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 5.1-(a)(v) under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1) )
o It is proper to describe the mode
that an applicant considers to be the
best about the mode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in terms of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6(4)(i).
However, even if it is clear not to
describe the mode that an applicant
considers to be the best, it does not
constitute a reason for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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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mode" is taken to mean "manner" or "way".

o 35 U.S.C. 112, first paragraph requires that the

o To be valid, the mode or way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specification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 of carrying out"

as described must lie within the scope of the broadest claim.

the invention (see also 37 CFR 1.71).
o The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a best mode is a question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question of how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o "Nonenablement is the failure to disclose any mode".
Therefore, "if an invention pertains to an art where the
results are predictable, e.g. mechanical as opposed to chemical
art, a broad claim can be enabled by disclosure of [any] single
embodiment".
o However, should an alternative embodiment than that
disclosed be known to be superior the failure to disclose that
alternative would result in a fatally defective disclosure under
the best mode requirement of Section 112 notwithstanding
applicant's compliance with the enablement requirement.
o While the enablement requirement may be satisfied by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skill in the art, the best mode
requirement requires explicit disclosure of that which the
inventor contemplates as the preferred embodiment.
o The presence of a working example is not necessary in
order that the specification teach how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see Section 2. (3) (iv) (e), supra) or to comply with
the best mode requirement.
o The applicant "may represent his ... best mode just as well
by a preferred range of conditions or group of reactants" or
otherwise as well "as by a working example which employs
unitary values of each variable involved".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b) Best mode contemplated by inventor

o No comment

See (3)(vi)(a) above.

(c) Critical date with regard to

o No comment

o No comment

disclosing best mode - continuing
applications (i.e. Must applicant
disclose a better mode discovered in
the 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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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re is no requirement in the EPC to describe the best

o 35 U.S.C. 112 requires only that the best mode

way of performing the invention.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be disclosed. The purpose of

o However, it is in the applicant's best interest that

this requirement is to restrain inventors from applying for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as to how to carry out the

patents while at the same time concealing from the public

invention be a sound basis for the advantageous effect

preferred embodiments of their inventions which they have in

alleged, in support of inventive step.

fact conceived.
o How an inventor should disclose the best mode is left to
the inventor. While the best mode must be disclosed it need
not be so labeled.
o Whether the best mode has been adequately disclosed is
subject to review and is a question of fact. However, as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by which to judge the adequacy of a
best mode disclosure ... only evidence of concealment
(accidental or intentional) will be considered. That evidence, in
order to result in affirmance of a best mode rejection, must
tend to show that the quality of an applicant's best mode
disclosure is so poor as to effectively result in concealment".
Such possibility exists even though there may be "a general
reference to the best mode".
o Improvements in the invention made by another that
represent the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must
be disclosed by the inventor if known to him at the time of
filing the application.

o No comment

o The critical date with regard to disclosing a best mode is
the best mode contemplated as of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Hence, subsequent discovery of a best mode need
not be disclosed in an application previously filed.
o Whether the inventor must disclose a best mode discovered
subsequent to the filing of the parent application in a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is still not
settled in U.S. case law.
o For a U.S. application to be accorded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foreign application under 35 U.S.C. 119(a),
theforeign application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12, first paragraph. (Utility and how to us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12, first paragraph were in issue.)
The foreign priority application must also comply with the
best mode requirement under Section 112, first paragraph in
order for the U.S. application to be accorded the priority date
of the foreign application.
o Additionally, the U.S. application must disclose any best
mode discovered subsequent to the filing of the foreign
priority application.

ITEM and SUBITEM
(vii) Advantageous effects or merits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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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 the acting effects of the invention,

o It is not required under the

peculiar effects generated from the

Ministerial Ordinance requirement to

matters indispensable in the

state an advantageous effect of a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should be

claimed invention over the relevant

described. More specifically, the acting

prior art. However, it is an applicant's

effects that can confirm whether the

advantage to describe an advantageous

object of the invention is accomplished

effect of a claimed invention over the

and the acting effects that show more

relevant prior art because such

remarkable acting effects are generated

advantageous effect, if any, is taken

over the prior art should be described.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Examination Guidelines p.4115)

to affirmatively infer the existence of
inventive step (Refer to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Novelty
and Inventive Step) Section 2.5(3)).
Also, descriptions of advantageous
effects could teach the problem to be
solved and could substitute the
descriptions of the problem to be
solved.
Therefore, an applicant should describe
an advantageous effect of a claimed
invention over the relevant prior art, if
any, as far as (s)he know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1) )

(viii) Industrial applicability

o When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 The main paragraph of Article 29 (1)

invention to be patented is industrially

of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any

applicable, the industrial use method,

person who has made an industrially

the producing method, or the use

applicable invention may obtain a

method, etc. of the invention should be

patent.

described.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o Industrial applicability is indicated

can be sufficiently inferred from other

only when it is not clear from the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so that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invention,

separate description may not be often

specification, etc..

required. (Examination Guidelines

Industrial applicability is clear from

p.4110-4)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If the invention is not required to be

invention, specification, etc. in many

actually or instantly industrially used

cases, and needs not to be described

but has potential to be used in the

explicitly in these cases.

future, it is deemed as an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hat can be industrially used.

1. Section 3.3.2 (4) )

(Examination Guidelines p.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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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ny advantageous effects of the invention with respect to

o The specification explains the invention by customarily

the background art should be stated (Rule 42(1)(c)).

comparing the invention with the prior art, and in so doing,

o However, statements of advantage introduced as a result of

gives the improvements over the prior art.

acknowledgement of art found in the search must not

o However, U.S. law does not require applicant to explain the

introduce new matter (Guidelines C-II, 4.5).

invention in terms of (1) "problem-solution" or (2) the

o Disparaging statements with respect to the background art

"advantageous effects" or "merits of the invention".

are not allowed.

o If the invention has been explained in terms of its
advantages over the prior art or its merits, this explanation
appearing in the specification, will not be considered in the
claim unless such a statement appears therein. That is, if the
claim only sets forth the elements of the invention the
examiner will not read into the claimed invention the
additional limitation of the advantageous effects or the merits
of the invention.
o The phrases "advantegeous effects" or "merits of the
invention" are not a phrase of art for U.S. practice.

o The description shall:

o 35 U.S.C. 101 requires that the invention sought to be

indicate explicitly, when it is not obvious from the description

patented be "useful", which requirement is referred to as the

or nature of the invention, the way in which the invention is

utility requirement.

capable of exploitation in industry. (Rule 42(1)(f)). However,

o To comply with the utility requirement an invention need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a sequence or a partial sequence

not be superior to that which is already known.

of a gene must always be disclosed in the patent application

o Utility questions in USPTO practice arise when a claimed

(Rule 29(3)).

invention does not have a well-established utility and

Art 52(1) has been brought into line with Art 27(1) TRIPs,

applicant fails to assert a specific, substantial, and credible

with a view to make it plain that European patent protection

utility for the claimed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The

is available to technical inventions of all kinds.

credibility prong of the utility requirement is at issue when,

Consequently, exclusions relating to "methods of treatment of

for example, an asserted utility would violate a scientific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principle or a claimed invention would be inoperative (e.g., a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and animal body"

perpetual motion device). More frequently, utility issues arise

have been transferred to Art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requirement for a specific and

at paragraph (c). The same paragraph stipulates that the

substantial credible utility in applications disclosing chemical

exclu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and biological materials (MPEP 2107.01). A "specific" utility i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a utility that is specific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and can
provide a well-defined and particular benefit to the public.
This contrasts with a general utility that would be applicable
to the broad class of the invention.
For example, indicating that a compound may be useful in

ITEM and SUBITEM

(4)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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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f there are drawings attached, what

o In the "Brief Explanation of the

each drawing indicates for each of the

Drawings ", there should be given a

drawings should be described in the

description reading, for example, "Fig. 1

brief explanation of the drawings, as

is a plane view, Fig. 2 is an elevation

follows:

view, and Fig. 3 is a sectional view",

※n the specification filed after July 1,

and an explanation of the reference

2007, the brief explanation of the

numerals or signs representing the

drawings is described after the claims.

essential parts of the drawings. (Form

Example) [Brief Explanation of the

29）

Drawings]
FIG. 1 is a plan view that assembles
the entirety.
FIG. 2 is a front view that shows a
portion.
FIG. 3 is a longitudinal cross-sectional
view of a portion.
(Examination Guidelines p.4109)

3. Claims

o The claim(s) must describe the

o The scope of claims shall state a

(1) General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claim or claims and state for each

in one or more claims (referred to as

claim all matters necessary to specify

"claim(s)") and the claim(s) must

the invention for which an applicant

comply with each of the following

requests the grant of a patent. In such

subparagraphs:

case, an invention specified by a

(i) the claim(s)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in one claim may be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same invention specified by a

and

statement in another claim. (Article 36

(ii) the claim(s) must define the

(5)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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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ing unspecified disorders, or that the compound has
"useful biological" properties, would not be sufficient to define
a specific utility for the compound. Similarly, a claim to a
polynucleotide whose use is disclosed simply as a "gene probe"
or "chromosome marker"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specific in the absence of a disclosure of a specific DNA
target. A general statement of diagnostic utility, such as
diagnosing an unspecified disease, would ordinarily be
insufficient absent a disclosure of what condition can be
diagnosed. Regarding the "substantial" utility prong, an
application must show that an invention is useful to the
public as disclosed in its current form, not that it may prove
useful at some future date after further research. An asserted
use must show that the claimed invention has a significant
and presently available public benefit.

o A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is required and is

o When drawings are filed with an application, a reference to

generally inserted before an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nd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as set forth in 37 CFR

invention.

1.74 must be included, preferably following the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 37 CPR 1.74 states.
o When there are drawings, there shall be a brief description
of the several views of the drawings and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all refer to the different views
by specifying the numbers of the figures, and to the different
parts by use of reference letters or numerals (preferably the
latter).

o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ust contain one or more

o As one of the items for a complete nonprovisional

claims (Article 78 (1) (c)).

application, the USPTO requires every nonprovisional

Under Rule 40(1), it is not necessary that an applicant

application when filed, to contain at least one claim, so that

provide any claims in order to obtain a date of filing. If the

the application can be accorded a filing date (37 CPR 1.53).

application is filed without claims, but satisfies all

The claim must particularly point out and clearly define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date of filing, the applicant will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35. U.S.C. 112).

be requested to provide at least one claim later (Rules 57(c)

o There are two purposes for a claim - patentability and

and 58).

infringement determinations. A claim is used to define what

o The applicant has the option of incorporating by reference

applicant regards as the invention and distinguish the

the claims of a single earlier application. However, the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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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statement of the claim shall
comply with each of the following

patented invention is determined by

items:

the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i)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claim(s). (Patent Act Article 97)

sought is stat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i)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is clear;
(iii) the statement for each claim is
concise;
and
(iv) the statement is co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rticle 36 (6) of the Patent Act)
o The technical scope of a patented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upon the statements in the scope of
claim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Article 70 (1) of the Patent Act)
o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meaning of each term
used in the scope of claims shall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statements in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Article 70 (2) of the Patent Act)

(2)Claiming format

o The number of claims is not limited,

o Claims are not limited in number,

(a) Number of claims

so far as the claims satisfy the unity

provided that requirements for unity of

of the invention.

invention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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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that he wishes the claims of the earlier application

The examiner makes a patentability (statutory subject matter,

to take place of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as filed must be

clarity, disclosure requirements, loss of rights, novelty, and

made on the date of filing (Rule 40 (2) and (3) and Rul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of the claim.

57(c)). See also Guidelines A-II, 4.1.3.1 and A-III, 15).

Once a patent is granted, the claim is used to determine the

o According to Article 84 the claims define the matter for

extent of the coverage, the metes and bounds of the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vention, for infringement purposes.

They must be cleat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o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are used to interpret the
claims (Article 69 (1)).

o The applicant may file as many claims as he thinks are

o In order to properly define the invention from various

necessary in order to cover the whole scope of his invention.

perspectives, applicant may submit any reasonable number of

The number should be reasonable according to Rule 43(5).

claims based on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vention and

The requirement in Article 84 that claims have to be concise

the state of the prior art.

provides the office with a means to object to an unreasonable

o Applicant may submit any reasonable number of

number and/or repetitious claims.

independent claims within or among the statutory categories

o Several independent claims in the same category are

(i.e.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llowable according to Rule 43(2) but only "where it is not

o Effective November 1, 2007, the rules of practice for the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examination of claims in an application (37 CFR 1.75) has

application, to cover this subject-matter by a single claim".

been revised to provide that if the number of independent
claims is greater than 5 or the number of total claims is
greater than 25, the Office will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an examination support document (ESD) complying
with 37 CFR 1.265 covering all of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If applicant chooses not to file an ESD, the
application must be amended to contain no more than 5
independent claims and no more than 25 total claims. [Note:
In view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sued by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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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ructure of claims (e.g. Mark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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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 is not explicitly described

claims, Jepson type claims)

JAPAN PATENT OFFICE

o Markush type claims are an
accepted. Also, it is not restri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atented invention.
o The statement for each claim shall
be concise. (Article 36 (6)(iii) of the
Patent Act)
o There are some cases where it is
violating the requirement of Article
36(6)(iii)if a claim is expressed in
alternatives (e.g., a Markush type claim
for chemical compounds) and the
number of alternatives is so large that
the conciseness is extremely damaged.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into the
followings,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nciseness is extremely damaged.
① In a case where a significant
structural element is not shared by the
alternatives, less number of alternatives
should be deemed so large that the
conciseness is extremely damaged than
in a case where a significant structural
element is shared by the alternatives.
② In a case where the alternatives are
expressed in a complicated way, such
as the conditional options, less number
of alternatives should be deemed so
large that the conciseness is extremely
damaged than otherwis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3.1 (2) )

(c) Categories

o The category of an invention is

o Categories of inventions are divided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into two main categories i.e. an

aninvention of a product and an

invention of a product and an invention

invention of a method, wherein the

of a process. A category of an invention

category of the invention of the method

of a process includes an invention of a

includes an invention of a method to

process for manufacturing products.

produce a product. (Patent Act Article

(Article 2 (3) of the Patent Act)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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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A on Oct. 31,
2007, the changes to the rules of practice in the claims and
continuation final rules did not go into effect on Nov. 1,
2007.]

o The structure of claims is specified in Rule 43 (1) which

o There are three portions to the structure of a claim: the

requires that "... whenever appropriate claims shall contain

preamble, the transitional phrase and the body. The preamble

(a) a statement indicating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

introduces the invention and may set forth the environment

matter of the invention and those technical features which

or intended use. The body recites the invention limitations in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terms of process steps for a method claim or elements for a

but which, in combination, are part of the prior art;

product or an apparatus claim. The transitional phrase not

(b) a characterising portion, beginning with the expression

only connects the preamble with the body, but indicates to

"characterised in that" or "characterised by" and specifying the

others whether the recited limitations in the body are only

technical features for which, in combination with the features

part of the elements or steps that make up the invention

stated under sub-paragraph (a), protection is sought.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or are all of the elements or

This format called "two-part form of claims" in fact only

steps.

applies to independent claims.

o Jepson and Markush claims follow the same structural

Claims in the two-parts form are appropriate if there exists a

format of having a preamble, transitional phrase and body.

clearly defined prior-art from which the subject-matter claimed

o The Jepson claim begins with a preamble that states the

differs by further technical features.

limitations of the old device or process; a transitional phrase

o The so-called Markush type claim is an accepted format of

noting the improvement in the device or process, such as, the

claims for the EPO and is mainly used in the field of

improvement comprising; and, the body of the claim which

chemistry.

states the new features.

However, Markush type claims may give rise to unity

o A Markush claim is generally used in the chemical practice

objections if they do not cover alternatives of a similar nature

to present alternative limitations in the body of the claim. A

(Guidelines, C-III, 3.7 and 7.4.1).

Markush claim is used where there is no commonly

o Although Jepson type claims have a two

recognized generic expression which is commensurate in scope

part structure, they may lack clarity. "In an X ... the

to cover all of the alternatives.

improvement Y..." is ambiguous as to whether X. X+Y or only
Y is being claimed. The obscurity is compounded if the first
part is of apparatus features and the second part relates to a
method.

o The Guidelines (C-III, 3.1) define two basic categories of

o The four different categories (i.e. statutory classes in U.S.

claims:

law) of inventions are set forth in 35 U.S.C. 101. They are

- claims for physical entities:

process, machine, manufacture and composition of matter.

products, apparatus:
- claims for activities:
process, use.

o A process is a manipulation according to an algorithm or
technique. It is generally regarded as "doing something to or
with something according to a schema".
o A machine includes any apparatus of a mechanical nature.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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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category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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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uch terms in a claim as
“system”(e.g., “telephone system”)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s not clear, the

interpreted as those meaning the

invention is not deemed to be clearly

category of a product. “Use” is

and concisely described. (Examination

interpreted as terms meaning a method

Guidelines p.4128)

for using things which is categorized
into a “process.” “Use of substance X
as an insecticide” is interpreted as
terms meaning “method for using
substance as an insecticide.” “use of
substance X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rapeutic application
Y” is interpreted as terms meaning
“method for using substance X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rapeutic application Y.”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3) )
o If the category of an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is unclear, or
something that falls in neither products
nor processes is stated in a claim, the
claimed invention becomes unclea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3) )

(d) 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s

o The claim(s) must describe the

o Claims are classified into independen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form claims and dependent form

in one or more claims (referred to as

claims.

"claim(s)") and the claim(s) must

Independent form claims are those

comply with each of the following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other

subparagraphs:

claims, while dependent form claims

(i) the claim(s) must be supported by a

are those which refer to other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nvention;

preceding claims. The two types of

and

claims differ only in the form of

(ii) the claim(s) must define the

description, and are treated in the

invention clearly and concisely.

same manner.

(Patent Act Article 42(4))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A dependent claim means that

1. Section 2.2.4 )

"dependent claim" "embodies an

o It is permissible to define an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invention by using an independent form

adding to it". Herein, the meaning of

claim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embodying an independent claim by

invention defined in the independent

limiting or adding to it" is that the

form claim is identical with the

invention is embodied by adding the

invention defined in any other claim.

constituents or limiting superordinate

o Dependent form claims may be

concept using subordinate concept, and

utilized to simplify the statements of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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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EPC however gives a different meaning to the word

o A manufacture includes any article devised by man that

"categories" for the purpose of Rule 44 (Unity of invention)

does not fall within the categories of compositions of matter

which defines the categories of the invention which may be

or machines.

included in a single patent application. The categories are:

o A composition of matter includes any intermixture of two or

products, process, apparatus or use. The same definition is

more existing ingredients. New molecules and chemical

found in Rule 43(2). However, these Rules are not considered

compounds fall within this category.

as really being intended to define what is to be understood by
the word "categories".
o There is no limitation in the number of categories in one
set of claims. The number of categories used by the applicant
is only checked vis-a-vis the requirement of clarity and
conciseness and the Guidelines (C-III, 3.2) recognize the need
for claims in more than one category in order to properly
cover the whole scope of subject-matter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Examiners are instructed "not (to) adopt an
over-academic or rigid approach to the presence of a number
of claims which are differently worded but apparently of
similar effect".
o Rule 43(2) even allows different independent claim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w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cover the subject-matter in a single independent claim.

o An independent claim is a claim which stands on its own,

o Applicant is permitted to claim an invention by presenting

without referring to any other claim. It should contain all the

one or more claims in independent and dependent form.

essential features of the invention. Rule 43(3) makes it clear

o Applicant may submit any reasonable number of

that such a claim may be followed by one or more claims

independent claims within or among the statutory categories.

concerning particular embodiments of the invention.

This allows applicant sufficient latitude to adequately claim

The expression "dependent claim" appears in Rule 43(4) which

the invention.

defines it as "any claim which includes all the features of any

o Effective November 1, 2007, the rules of practice for the

other claim".

examination of claims in an application (37 CFR 1.75) has

o To be considered as dependent a claim should be in the

been revised to provide that if the number of independent

same category as the claim to which it refers back so that

claims is greater than 5 or the number of total claims is

there are claims which refer to a previous claim and are not

greater than 25, the Office will require the applicant to

dependent (Guidelines C-III, 3.4 ).

submit an examination support document (ESD) complying

o According to these definitions, at least, if an independent

with 37 CFR 1.265 covering all of the claims in the

claim relates to a steering wheel, then a claim formulated as

application. If applicant chooses not to file an ESD, the

"A vehicle having a steering wheel as in claim ..." would be a

application must be amended to contain no more than 5

dependent claim. Other formulations such as "Use of a

independent claims and no more than 25 total claims. [Note:

steering wheel as set out in Claim 1 in a vehicle ..." are also

In view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sued by the U.S.

acceptable, although the change of category (from apparat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A on Oct. 31,

to use) has automatically made the latter claim an

2007, the changes to the rules of practice in the claims and

independent claim.

continuation final rules did not go into effect on Nov. 1,

o Dependent claims must, preferably at the beginning, ref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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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dependent claim is that

claims by avoiding repetition of the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in the

same expressions and phrases.

claims depend on other claims and

It is possible to define an invention by

thus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in

use of a dependent form claim

the clai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change in the contents of other claims.

invention defined in the dependent

Although adding or limiting

form claim is identical with the

independent claim in view of the

invention defined in the claims referred

technical contents, a claim shall not be

to.

referred to as a dependent claim if it

o Claims may be written in dependent

does not refer to the independent

form to simplify the statements of

claim, and although referring to an

claims by making reference to other

independent claim in formality, a claim

claims, when writing claims which

shall not be referred to as a dependent

substitute a part of the matters

claim if it does not add or limit the

defining invention of other preceding

independent claim (for example, a

claims or when writing claims in a

product that substitutes the constituent

different category from that of other

of A with B in claim O).

preceding claims, provided that the

(Examination

Guidelines p.4133)
An independent claim is described in

statements of the claims do not become
unclear.

the form not to refer to other claims,

o Multiple dependent form claims are

that is, in an independent form.

claims defined by making reference to

However, even in the case of the

two or more claims (regardless of

independent claim, it may be described

independent or dependent), and are

in the form to refer to other claims in

utilized in simplifying the statements of

the range that the invention can be

the claim. (Examination Guidelines

clearly grasped, in order to avoid

Part I Chapter 1. Section 2.2.4.2 (1)(2))

repetition of the same expressions

o If a multiple dependent form claim

(examination on the claim in such a

refers to two or more claims in

form will see a claim described in the

non-alternative form or if it does not

form "a product manufactured using a

impose an identical technical limitation

method …").

on the respective claims referred to, it

(Examination Guidelines

p.4134)

does not comply with the instruction on

A dependent claim includesall the

claiming practice which is provided in

characteristics of claim referred to as

Note 14d of Form 29 of Regulations

the claim described by referring to an

under Patent Act. This instruction,

independent claimor other dependent

however, is not one of the legal

claims, embodying the technical matters

requirements provided in the Act as a

in the referred claims by limiting or

basis of a decision of refusal. Therefore,

adding to them.

mere non-compliance with the

(Examination

Guidelines p.4134)
A dependent claimshall refer to an

instruction does not constitute a reason
for refusal of an application. On the

independent claim or one or two or

other hand, such a case as Example 1

more claims of other dependent claims,

or 2 should be determined as violating

and shall refer to the number of the

Article 36(6)(ii) because it makes a

referred claims.

claimed invention unclear.

A claim that refers to two or more

Example 1: The claimed invention

claims shall alternatively refer to the

becomes unclear due to non-alternative

number of referred claims.

reference to other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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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claim on which they depend. A dependent claim

o A dependent claim must also be presented as a single

may also refer back to more than one previous claim which

sentence and have a preamble, transitional phrase and a

may be dependent or independent claim.

body. The dependent claim may refer back to a single claim

o A claim may also contain a reference to another claim even

or to multiple claims. (37 CPR 1.75(c)).

if it is not a dependent claim as defined in Rule 43(4)

However, in the USPTO practice, multiple dependent claims

(Guidelines, CIII, 3.8).

may refer back to other claims only in the alternative and
may not depen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upon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These two limitations are made to
avoid confusion in determining how many claims are actually
being referred to, and further, what the scope is of the
multiple dependent claim.
Improperly presented multiple dependent claims are objected
to under 37 CPR 1.75(c) and are generally not treated on
their merits until applicant places them in proper form.
(MPEP 608.01(n)).
o A dependent claim is construed to include all the
limitations of the claim which is incorporated by reference. A
multiple dependent claim is construed to incorporate by
reference all the limitations of each of the particular claims
in relation to which it is being considered (37 CPR 1.75(c)).
o Effective November 1, 2007, 37 CFR 1.75(b) has been
amended to state that a claim that refers to another claim
but does not incorporate by reference all of the limitations of
the claim to which such claim refers will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claim for purposes of 37 CFR 1.75(b) and for fee
calculation purposes. A claim that refers to a claim of a
different statutory class of invention will also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claim for purposes of 37 CFR 1.75(b) and for
fee calculation purposes. [Note: In view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sued b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A on Oct. 31, 2007, the changes to the rules of
practice in the claims and continuation final rules did not go
into effect on Nov.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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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The category of the claimed

refers to two or more claims shall not

invention becomes unclear due to the

refer to again other claims that refers

reference being made to claims of

to two or more claims. The referred

different subjects (categories), although

claims in a claim that refers to two or

an identical technical limitation is

more claims that refer to again another

imposed on the claims referred to.

claim, wherein, consequently, anothe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claim refers to two or more claims, are

1. Section 2.2.4.2 (3))

treated in the same manner.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atent
Act Article 5)

(e) Arrangement of claims

o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atent

o Statements of the claim under Article

Act Article 5

36(6)(iv) of the Patent Act which are to

-The claims shall be claimed in a

be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f

proper number according to the nature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of the invention.

Industry shall be as provided in each

-A dependent claim shall refer to an

of the following items:

independent claim or one or two or

(i) for each claim, the statements shall

more other dependent claims and shall

start on a new line with one number

mention claim number(s) on which it

being assigned thereto;

depends.

(ii) claims shall be numbered

-A claim that refers to two or more

consecutively;

claims shall alternatively refer to the

(iii) in the statements in a claim,

number of referred claims.

reference to other claims shall be made

-The referred claims in a claim that

by the numbers assigned thereto;

refers to two or more claims shall not

(iv) when a claim refers to another

refer to again other claims that refer

claim, the claim shall not precede the

to two or more claims. The referred

other claim to which it refers.

claims in a claim that refers to two or

(Article 24-3 of Regulations under the

more claims that refer to again another

Patent Act, Form 29-2)

claim, whereinconsequently, another
claim refers to two or more claims, a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ny claims referred to shall be stated
before claims referring to them.
-Each claim shall begin in a new line,
and bear a serial number in the Arabic
figures according to the order to be
claimed.

(3) Contents of claims

o When stating patent claim(s) under

o The scope of claims shall state a

(a) Indication of technical features of

paragraph (2)(iv), the applicant shall

claim or claims and state for each

the invention

state all the factors that are considered

claim all matters necessary to specify

necessary to specify the invention, such

the invention for which the applicant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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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claims are numbered consecutively in Arabic numerals

o The USPTO prefers applicant to arrange the claims in

(Rule 43(5) ).

order of scope, so that the first claim presented is the

When the claims are for different categories there is no

broadest and the last, the most detailed.

obligation to start with one particular category or another

o Dependent claims should be arranged closest to the claim or

although the order in which claims are presented may have

claims from which they depend. Where separate species are

some procedural effect in cases of lack of unity under Rule

claimed, the claims of like species should be grouped together

44.

where possible. (This provision may not be practical or

The applicant is free to choose the arrangement of

possible where several species depend from the same generic

independent claims he prefers provided this does not lead to

claim.) Similarly, product and process claims should be

objections on the ground of lack of clarity and conciseness.

separately grouped (MPEP 608.01(n)).

o There is also no legal requirement that the first claim

o At the time of allowance, the examiner reviews the claim

should be the broadest.

numbering and may renumber the claims by an examiner's

o Dependent claims have to be grouped together in the most

amendment, presenting the claims in order of scope and near

suitable way for the understanding and clarity of the set of

the claim from which they depend. See 37 CFR 1.126 and

claims as required by Rule 43(4) whose last sentence reads:

MPEP 1302.01.

"All dependent claims referring back to a singly previous
claim, and all dependent claims referring back to several
previous claims, shall be grouped together to the extent and
in the most appropriate way possible".

o Rule 43(1) reads: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o It should be noted that claims in a U.S. patent application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terms of the technical features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 limitations presented. The

of the invention"

phrase "technical features" is not a phrase of art for U.S.

o An independent claim should contain all the technical

claim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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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tructure, method, functions,

requests the grant of a patent. In such

materials, or a combination of these

case, an invention specified by a

factors,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statement in one claim may be the

which matters are subject to protection.

same invention specified by a

(Patent Act Article 42(6))

statement in another claim. (Article 36
(5) of the Patent Act)

(b) Indication of non-technical matters

(c) Indication of purpose

o If non-technical matter is stated in a

o If non-technical matter is stated in a

claim as a whole as a result of

claim as a whole as a result of

existence of such statements as

existence of such statements as sales

commercial advantages, sales area or

area or distributors, the description of

distributors, the description of the

the claims is considered not to comply

claims is considered not to comply with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3) of

36(6)(ii) of the Patent Act.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Examination Guidelines

p.4130)

1. Section 2.2.2.1 (2) ⑤)

o There is no requirement to describe

o There is no requirement to describe

the purpose.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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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essential to the performance of the inventions the

o 35 U.S.C. 112 permits applicant to claim the subject matter

claim is otherwise held to be obscure (Article 84 in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35 U.S.C. 112,

combination with Rule 43 (1) and (3) ).

second paragraph. An applicant may disclose in the
specification many features, both technical and non-technical,
of an invention, but may submit a claim of a scope that is
different than the scope of the sum of all of the disclosed
features. An applicant by submitting such a claim, ipso facto,
indicates what he believes to be his/her invention.
o The U.S. examiner does not determine what he/she, the
examiner, believes to be the invention after reading the
specification.
The U.S. examiner may not require that an "essential
technical feature" be added to the claim merely because such
a feature was disclosed as having a certain relationship to the
claimed invention. U.S. case law has consistently held the
claims define that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her
invention.

o As an example the Guidelines (C-III, 2.1) cite commercial

o The phrases "non-technical matters" or "non-technical

advantages as a nontechnical matter which should not be

features" are not phrases of art for U.S. claiming practice.

contained in the claims.

o 35 U.S.C. 112 permits applicant to claim the subject matter

o However, mentioning results or effects of technical features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35 U.S.C. 112,

is allowable.

second paragraph. Upon filing an application, applicant
submits a claim containing limitations. By submitting a claim,
applicant has designated the limitations to represent what
he/she regards as his/her invention.
U.S. law and/or practice do not require the applicant to
identify the limitations in terms of technical features and
non-technical features.

o When the claim is for a physical entity (product, apparatus)

o U.S. law does not recognize the word "purpose" as a term

it might be worthwhile to indicate the purpose of it. This is

of art. U.S. law does not state that the purpose must be

generally clear in itself when the claim is for a method.

included as a limitation in a claim.

o The indication of the purpose in the case of a physical

o The U.S. examiner in evaluating the limitations in the

entity may have a limiting effect on the scope of the patented

claim, does not read into the limitations a "purpose". The

matter, allowing the exclusion of an otherwise pertinent prior

examiner will not read into the claim any phrase as a

disclosed document (Guidelines C-III, 4.13).

limitation that is not present in the claim and certainly not
an "intended use" or an "object of the invention" that has
bee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which may be
construed by some as the "purpose" of the invention. For the
examiner to do such, would mean the examiner would be
determining what the invention is, and not the applicant,
contrary to U.S. case law.
o In USPTO practice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the
inclusion of functional language in a claim. Functional

ITEM and SUBITEM
(d) Limitation 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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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lthough being based on such a

o When the claim includes matters

description, functional expressions that

defining a product by its function or

describe functions or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etc., the scope of the

invention shall not be allowed, either,

invention cannot necessarily be clear

unless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and an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is considered to be clear as a whole.

sought may not be clearly identified. o

(Supreme Court Decision 1997 HU

Where a claim includes the definition

1344 delivered on Oct. 18, 1998)

of a product by its function or

(Examination Guidelines p.4131)

characteristics, etc., i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conceive a concrete
product with such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 concrete
matters, which are clue for the
judgment of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such as novelty and
inventive step, etc., and for
understanding the technical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 can be
understoo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vention is clear so that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is clearly identified.
o On the contrary, whe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not conceive a
concrete product with such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even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since the
concrete matters pertaining to the
invention cannot be understood, the
scope of the invention usually cannot
be deemed clea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6) ①)

(e) Definition by function

o It is not mentioned.

o When the claim includes matters
defining a product by its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the scope of the
invention cannot necessarily be clear
and an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may not be clearly identified.
o Where a claim includes th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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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t the moment the EPO sees no special aspect of the claim

language is used to describe what the invention does. This is

drafting practice which would fall under this item and not be

in contrast to claiming the invention by its elements.

more precisely covered by (c) above or (e) below.

Functional language in the claim is not disregarded in
evaluating patentability.
o However, functional language is objectionable in a claim
when (1) the language is not precise and definite in defining
the invention and (2) the language has a scope of protection
beyond what i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o Functional terms used in claims are in fact considered as

o Functional language describes the invention by what the

being technical features expressed in a different way. It

invention does and not by its elements. There is no

follows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fuse claims, as a

prohibition in U.S. law against the use of functional language

matter of principle, just because some of the characteristics

in claims.

are expressed in functional terms.

o In addition, functional language may be considered as

o The Guidelines (C-III. 2.1) state that "Functional limitations

structural elements when coupled with an introductory

may be included provided that a skilled man would have no

"means" phrase, which is known in USPTO practic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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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product by its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i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conceive a concrete
product with such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 concrete
matters, which are clue for the
judgment of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such as novelty and
inventive step, etc., and for
understanding the technical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 can be
understoo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vention is clear so that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is clearly identified.
o On the contrary, whe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not conceive a
concrete product with such function or
characteristics, etc., even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since the
concrete matters pertaining to the
invention cannot be understood, the
scope of the invention usually cannot
be deemed clea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6) ①)

(f) Definition of terms

o Chemical signs, mathematical signs,

o Where the statement in a claim are

atomic weights, molecular formulas,

deemed unclear by itself, the examiner

etc., which are generally widely used,

should examine whether a term in the

shall be used, and technical terms shall

claim is defined or explained in the

use standard terms that are generally

specification and drawings, and should

admitted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evaluate whether such definition or

the invention pertains. In particular, if

explanation, if any, makes the claim

there is international standard that is

statements clear by considering the

admitted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the invention pertains, it shall be used,

filing. If the examiner deems that an

if possible. (Examination Guidelines

invention can be clearly identified as a

p.4114)

result of this evaluation, the
requirement of Article 36(6)(ii) is met.

o When the meanings/contents of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erms in claims are not clear, the

1. Section 2.2.2 (4))

invention is specified in consideration

o As to the technical terms such as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icroorganisms, substances with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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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in providing some means of performing this function

means plus function limitation (35 U.S.C. 112, 6th paragraph).

without exercising inventive skill".

o 35 U.S.C. 112, paragraph 6 provides "An element in a claim

o In a basic Board of Appeal Decision functional features are

for a combination may be expressed as a means or step for

said to be permissible in a claim only if, "from an objective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without the recital of

point of view, such features cannot otherwise be defined more

structure, material, or acts in support thereof, and such claim

precisely without restricting the scope of the invention, and if

shall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these features provide instructions which are sufficiently clear

material, or a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equivalents

for the expert to reduce them to practice without undue

thereof."

burden, if necessary with reasonable experiments".

o Even though the claim may be presented in means plus
function format, the claim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cond paragraph of 35 U.S.C. 112 and not be vague
and indefinite.

o Claims should normally be clear from the wording of the

o In drafting language for the specification and claims,

claim alone giving the words the meaning they normally have

applicant is permitted to be his/her own lexicographer and

in the relevant art.

thereby choose and define the terms that describe the

o When a word in a claim is given a special meaning, this

invention. This is necessary since new expressions must be

should be made clear as far as possible already in the claim

developed for the ever changing technology and in order to

itself.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at only the claims will

communicate the invention.

be published in the three official languages of the EPO

o Words ar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Guidelines C-III, 4.2).

unless the specification defines the term differently. See

o There are however rare exceptions where the complete

MPEP 2111.01. A term may not be given a meaning

definition of a particular term, e.g. a parameter, used in a

repugnant to the usual meaning of the term.

claim, will only be found in the description, for instance

Broad terms are not objectionable merely because they are

where its introduction into the claim would lead to lack of

broad if the terms are properly supported in the specification

clarity or conciseness.

and define the subject matter.
o Usually the terminology of the original claims follows the
nomenclature of the specification, but sometimes in amending
the claims or in adding new claims, new terms are introduced
that do not appear in the specification. The use of a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invention or the drawings thereof. In

names, the meaning of which is

this case, a reason for rejection is

difficult to be fully expressed in

issued, violating Article 42(3) or (4) of

Japanese, the name thereof in

the Patent Act, wherein the reason for

Japanese is followed by words in the

rejection is issued in a lump together

original language in parentheses.

with an examination result on novelty.

（Article 24-4 of Regulations under the

(Examination Guidelines p.2317)

Patent Act, Form 29-2）

When the meanings/contents of the
terms in claims are not clear despite
construing the in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thereof, a reason for rejection is issued,
violating Article 42(4) of the Patent
Act, without examining the invention
on novelty (Examination Guidelines
p.2317)

(g) Description in alternative form

When arbitrarily added matters or

o When there are some expressions in

selective matters are described using

claims which describe optionally added

literal phrases, such as "according to

items or selective items, along with

desire", "according to necessity", "in

words such as “hen desired,”“f

particular", "for example", "and/or", etc.,

necessary,”etc.. , there are some

the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occasions where the description of the

be clearly and concisely. (Examination

claims is not clear.

Guidelines p.4129)

o Such expressions would leave unclear

However,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the condition on which of the optionally

meanings thereof are clearly supported

added or selective items are chosen,

b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hus allow the claim statements to be

invention and there is no problem in

interpreted in many ways.

specifying the invention despite us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such expressions, they may be allowed.

1. Section 2.2.2.1 (5) ④)

(Examination Guidelines p.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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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ing variety of terms for the same element should not be
permitted.
o While an applicant is not limited to the nomenclature used
in the application as filed, when a new term is added to the
claims the appropriate addition is to be made to the
specification provided the new term is not new matter.
(MPEP 608.01(o)).

o No provisions of the EPC especially prevent the claim from

o Alternative expressions are permitted in a claim provided

containing alternatives, provided that the basic criterion of

that the expressed elements are basically equivalents for the

clarity is satisfied. Alternative forms in a single claim are

use in the invention. The claim still must be clear and

even often a way to keep the set of claims as concise as

definite so that the alternative expression does not present an

possible.

uncertainty or an ambiguity with respect to the claim scope

o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chemistry with large families

or breadth.

of compounds which are covered by the so-called Markush

o In addition, a Markush group provides for alternative

grouping.

expressions in a claim. While a Markush group is primarily

A Markush claim is nothing more than a way to have a large

used in chemical practice, there is no prohibition as to its use

number of alternatives in one co The presence of alternatives

in mechanical or electrical applications. A Markush group is

that are simply different ways of referring to the same

used where there is no commonly accepted generic expression

feature are held to leave a claim obscure and are not taken

which is commensurate in scope with the field which

to be true alternatives. Thus, reference to a particular feature

applicant desires to cover.

as "a rod or wire" would need to be clarified. If only one kind

o The materials set forth in a Markush group ordinarily must

of structure for the feature were intended, then only one term

belong to a recognized physical or chemical class or to an art

would be allowed.

recognized class. However, when the Markush group occurs in

o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grouping of alternatives in a

a claim reciting a process or a combination (not a single

single claim could be considered as a way of escaping the

compound), it is sufficient if the members of the group are

payment of additional fees for claims over the number of 10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to possess at least one property

in one patent application (Rule 45 ).

in common which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ir function in

The EPO approach there is to avoid being too formal and to

the claimed relationship, and it is clear from their very

accept alternatives provided that grouping does not raise

nature or from the prior art that all of them possess this

problems concerning clarity

property. Where a Markush expression is applied only to a
portion of a chemical compound, the propriety of the grouping
is determin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compound as a
whole, and does not depend on there being a community of
properties in the members of the Markush expression. (MPEP
803.02). For the structure of Markush claims see Section
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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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Use of ambiguous terms (e.g.

o The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o When the scope of the invention is

definition by terms indicating

to be clearly and concisely described, if

unclear as a result of the following

extent)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s:

expression, there are some occasions

-When expressions that reference or

where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is

degree of comparison is unclear are

not clear:

used, e.g., "mainly", "as a main

①Negative expressions such as

component", "as a main process",

“except..." and “not..." in claims

"suitable", "suitable amount", "many",

②Expressions using a numerical

"high", "most", "almost",

limitation which only indicates either a

"approximately", "about", etc.

minimum or a maximum such as “more

-When negative expressions are used,

than..." and “less than...“

e.g., "except" and "other than"

③Expressions where the standard or

-For numerical value limitation

degree of comparison is unclear such as

invention, when upper limit or lower

“with slightly greater specific gravity,”

limit is unclear, e.g., "or more", "or

“much bigger,” “low temperature,” “high

less", "0 to 10", numerical value is

temperature,” “hard to slip,” “easy to

limited by including 0 (however,

slip”or where the meaning of the term

excepting the case where component

is unclear.

including 0 is not indispensable

④Expressions including such words as

component but arbitrary component), or

“especially,” “for example,” “etc.,”

numerical value is doubly limited in

“desirably,” and “suitably.”

one claim, e.g., "120 to 200℃

⑤A numerical limitation which includes

preferably, 150 to 180℃ (Examination

zero(0) such as “from 0% to 10%.”

Guidelines p.4129)

⑥A statement of a claim is made by a
reference t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drawings, and as a
result, the extent of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is unclea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5))

(i) Claims attempting to define the

o It is not explained.

o Where the claim includes the

invention by objectives to be

definition of a product by the result to

attained

be achieved, there may be cases where
concrete products which can obtain
such result can not be conceived. When
a certain concrete means which can
obtain such result i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and it is also
recognized that only the said concrete
means is substantially disclosed, the
scope of the invention is deemed
unclear.
In such cases, it usually cannot be said
that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can not be
properly identified unless defi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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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y their very nature ambiguous terms do raise a problem

o In USPTO practice, terms indicating extent do not

of clarity and examiners are normally required to object

automatically render a claim invalid due to indefiniteness

against them.

under 35 U.S.C. 112.

The Guidelines (C-III, 4.6) make it clear that "... an unclear

Examples of these terms are "substantially", "relatively" and

tern cannot be allowed in a claim if the term is essential

"closely". When a word of degree is used with a claim

having regard to the invention. Equally an unclear term

limitation, the examiner must determine if the specification

cannot be used by the applicant to distinguish his invention

provides some standard for measuring that degree and if one

from the prior art".

skilled in the art can determine whether a product or process

o It is recommended not to use a term like "thin", "wide", or

falls within the language of a claim. See MPEP 2173.05(b).

"strong" in a claim unless it has in the art a particular
meaning as for instance "high frequency" in radio
communication.
Such terms cannot be clear enough to be a differentiating
feature of the invention.
o Particular attention is also required whenever words such
as "about", or "approximately" are used, even if their use is
not, depending on the case, strictly prohibited (Guidelines
C-III, 4.7).
o Expressions like "preferably", "for example", "such as", or
"more particularly" have no limiting effect and could simply
introduce ambiguity (Guidelines C-III, 4.9).

o The claims should define, in term of technical

o U.S. law does not require the claim to define the objectives

characteristics, the way in which the result is obtained.

to be attained or prohibit the claim from doing so. U.S. law

o This precludes the invention from being totally defined by

would permit the objective to be recited in the claim but

the objective to be reached.

would evaluate the claim to ensure that the claim is definite

o However, in combination with other features of a technical

in defining the invention and that the language used does not

nature, the use of a result to be achieved as one of the

provide a scope of protection beyond what is disclos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ntion may be allowed (Guidelines

specification.

C-III, 4.10 ). It has then the status of a functional definition
(see (3) (e) above).
o A prerequisite for accepting such a wording in claims is
that no other way exists to define the invention and that the
result be directly and positively verified by tests or procedures
adequately specified in the description and involving nothing
more than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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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by the said result to be
achiev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6)③(ii))

(j) Definition using chemical or

o For an invention of chemical

o Chemical formula etc. in claims are

mathematical equations or formulas

substances, when claims are not

described in the following manners:

described using chemical substance

when chemical formula is described, a

names or chemical formulas, however,

sequence number like “[Chem. 1],

when the invention cannot be specified

[Chem. 2]”is referred before the

using chemical substance names or

chemical formula, when numerical

chemical formulas, the invention can be

formula is described, a sequence

specified using physical/chemical

number like “[Math. 1], [Math. 2]”is

properties, and when the invention

referred before the numerical formula,

cannot be specified even using

when table is described, a sequence

physical/chemical properties, a

number like “[Table 1], [Table 2]”is

manufacturing method can be described

refereed before the table, referring to a

as a portion of unit to specify the

sequence number in the described

invention so far as the invention can

order. (Form 29-2)

be specified by adding the
manufacturing method. (Examination
Guidelines p.4130)

(k) Devices or objects with limitations
on their usage

o There is no provisions that the

o In case where a claim directed to a

description to limit the use or purpose

use invention explicitly includes a

thereof cannot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to mean a use of a product

claims.

and the statement does not express a
specific use but a general use, it
should not be deemed a violation of
Article 36(6)(ii) merely because the
statement expresses a general use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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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ule 49(9) reads: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o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the use of chemical or

abstract may contain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

mathematical equations and formulas in a claim to define the

The claims may contain tables only if their subject-matter

invention.

makes the use of tables desirable.

o A chemical formula defining a chemical composition or

o The examiners are instructed not to object to the use of

compound comes within eligible subject matter of Section 101.

tables in claims where this form is convenient (Guidelines

o A mathematical equation or formula, per se, is not

C-III, 2.4).

patentable subject matter. It is considered an algorithm and
does not come within the subject matter of 35 USC 101, i.e.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See MPEP 2106.02.
Inventions involving mathematical equation or formula must
fall within one of the stated categories of Section 101 in order
to be eligible subject matter. The examiner analyzes a claim
to determine if a mathematical algorithm, formula or equation
is directly or indirectly recited. If the "acts" of a claimed
process manipulate only numbers, abstract concepts or ideas,
or signals representing an of the foregoing, the acts are not
being applied to appropriate subject matter. Thus, a process
consisting solely of mathematical operations, i.e., converting
one set of numbers into another set of numbers, does not
manipulate appropriate subject matter and thus cannot
constitute a statutory process. Claims define nonstatutory
processes if they consist solely of mathematical operations
without some claimed practical application, or simply
manipulate abstract ideas without some claimed practical
application.
o Where various terms in the mathematical or chemical
equations or formulas has been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there is no requirement to repeat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n the body of the claim.

o Claims such as "Apparatus for a certain use" or "Product

o 35 U.S.C. 112, second paragraph permits the applicant to

for use as ..." are construed as meaning that the apparatus or

claim subject matter which he regards to be his invention.

the product claimed are suitable for the indicated use.

Applicant may include negative limitations in the claims

o When considering whether or not such a claim is

provided such limitations do not result in a failure to point

anticipated by a prior disclosure, such a disclosure should be

out the invention in the manner contemplated by 35 U.S.C.

for an apparatus or a product which is also suitable - even if

112 (See MPEP 2173.05(i)).

not explicitly stated - for the same use.

o In a chemical composition, product or apparatus claim an

o However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claim is not

applicant may also recite an intended use of th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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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ly because the scope of the claim
is relatively broad) unless the
expression makes unclear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For
example, it should not be deemed a
violation of Article 36(6)(ii) merely
because the statement expresses not a
“pharmaceutical/agrochemical substance
for disease X comprising...”but ”
pharmaceutical/ agrochemical substance
comprising...”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however,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4)(i).
Where a claim is directed to a
composition and dose not include any
statement to define the use of the
composition or the property of the
composition, it shall not be deemed a
violation of Article 36(6)(ii) merely
because the claim does not include any
definition by the use or property of the
composi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2)

(1) Dependence on references to

o When the claims does not describe

o There are some cases where a claim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but

is not clear if a statement of the claim

drawings

use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s made by a reference to the detailed

invention or the drawings thereof,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however, when the claims cannot

drawings, and as a result, the extent

properly describe the invention unless

of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is

they does not use the detailed

sought is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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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the stated use. On the

product or apparatus; however, the weight to be given to such

contrary, the claim is interpreted as being for the apparatus

a limitation in distinguishing over the prior art relating to

or product per se (Guidelines C-III, 4.13).

the composition, product or apparatus will be determined on a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applies in the field of medical

case by case basis.

treatment. According to Art. 54(4), where the substance or
composition is known, it may only be patented for use in
surgery, therapy or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irst medical use") if the known
substance or composition was not previously disclosed for use
in these methods. A claim to a known substance or
composition for the first use in surgical, therapeutic and/or
diagnostic methods should be in a form such as:
"Substance or composition X" followed by the indication of the
use, for instance "... for use as a medicament", "... as an
antibacterial agent " or "... for curing disease Y".
Where a substance or composition is already known to have
been used in a "first medical use", it may still be patentable
under Art. 54(5) for any second or further use in a method
according to Art. 53(c), provided that said use is novel and
inventive.
Art. 54(4) and (5) thus provide for an exception from the
general principle that product claims can only be obtained for
(absolutely) novel product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product claims for the first
and further medical uses need not fulfill all other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especially that of inventive step.
A claim in the form "Use of substance or composition X for
the treatment of disease Y..." will be regarded as relating to
a method for treatment explicitly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53(c) and therefore will not be accepted. For more
details on how these new regulations will be applied, see
Guidelines C-IV, 4.8.
o The indication of the intended use in an apparatus or a
product claim may result in a lack of clarity (Article 84) and
should then be objected to accordingly.
Examiners are instructed to object against claims such as:
"Apparatus for carrying out the process of Claim 1" which
does not explicitly set out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apparatus.

o The direct reference in claims to the description or

o Claims are construed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but

drawings is generally not allowed (Rule 43(6)).

limitations from the specification which are not written into

o The Guidelines (C-III, 4.17) give two examples of cases

the claims are not considered to be present therein. The

where it may exceptionally be accepted to refer to the

words used in the claims will be given their ordinary and

description or drawings. The first one is an invention

customary meaning unless a definition of the term that is

involving some peculiar shape, illustrated by drawings which

different from its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is clearly

could not be readily defined in words or by a mathematical

set forth in the specification. While the claims are const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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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r the drawings thereof, the

Example 1: A claim which includes

description to use thereof is admitted.

such statement made by a reference as

e.g.: For an invention of alloy, when it

“an automatic drill machine as shown

is not possible to clearly express the

in Figure 1.” (It is inadequate to refer

invention only using numerical values

to drawings because drawings generally

or sentences due to a specific relation

have ambiguous meanings and could be

between alloy compound compositions,

interpreted in many ways.)

the claims may be described using the

Example 2: A claim which includes

drawings, such as "heat resisting

statements made by a reference to a

electrical heating alloy that consists of

portion that cannot be clearly pointed

Fe‧r‧l and impurities of 2% or less

out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within the range surrounded by points

invention or drawings.

A( … ), B( … ), C( … ), and D( … ) i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accompanying FIG. 1". (Examination

1. Section 2.2.2.1(5)⑥)

Guidelines p.4130-4131)

o Note that, even by referring t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drawings, an invention can be stated
clearly in a claim as in the following
case.
Example: In an invention related to an
alloy, there is a specific relation among
components of the alloy and the
relation can be defined by reference to
the drawings as clearly as by a
numerical or other literal express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5)⑥)

(m) Others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formula in the claims. The other one is for a chemical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it does not mean that the claims

product some of whose features can be defined only by means

incorporate all the disclosed features of the specification which

of graphs or diagrams.

are not recited in the claims. See MPEP 2111 and 2111.01.

o Rule 43(7) encourages the use in claims of reference signs

o If non-claimed features in the specification were required to

to features of the drawings, which help understand the

be read into the claims, or if claims were to be limited to the

wording of the claim. However, adding text to reference signs

specific embodiment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

in parentheses in the claims should be avoided as such

applicant, regardless of the prior art, could not claim more

indications may be understood as limiting features (C-III,

broadly than that specific embodiment disclosed in the

4.19).

specification.
Under USPTO patent law, applicant is permitted to claim
what he regards to be his invention and to draft the claims
as broadly as the prior art permits provided the specification
is enabling for the scope of the claims presented.
o Drawings may be used in the same manner to interpret the
claims as the specification.

o Under this item the EPO suggest the consideration of the
allowability of disclaimers in claims. The purpose of a
disclaimer is to limit the scope of a claim, expressly excluding
from it an element defined by its technical features. This
technique of the disclaimer is very often used in chemistry to
exclude elements which do not satisfy all the criteria for
patentability, but its use is not in any way limited to
chemistry. According to the EPO practice and as confirmed by
a Board of Appeal Decision a disclaimer may however be used
only where there is no better way to define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using positive technical features (Guidelines,
C-III, 4.20).

o No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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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pport i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extent of disclosure in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vs.
broadness of claims, e.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s of
working examples and claims, or
the extent to which addition of
working examples is permitted)

(a) Undue breadth
- Disclosure problem

o Article 42(4)(i) of the Patent Act is

o An invention stated in any claim

applied to the case where the invention

shall not extend beyond the scope

specified in the claims is not described

defined in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r the

invention.

invention is beyond the range that it

(Article 36(6)(i) of the Patent Act)

can be conceived by a person skilled i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1. Section 2.2.1(3))

from the description in the detailed

o Typical cases exhibiting

description.

nonconformity to the provision of

(Examination Guidelines

p.4118)

Article 36 (6) (i) are presented below:

o When an invention of superordinate

(i) the matter corresponding to claims

concept is described in the claims and

is neither stated nor implied in a

an invention of subordinate concept i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ii) the terms used in claims and those

the invention, without the description

used in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n the invention of superordinate

invention are inconsistent, and as a

concept, and the invention of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aim

superordinate concept is not clearly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rasped from the invention of

invention is unclear,

subordinate concept described in the

(iii) the matter disclosed in a detaile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annot be

Article 42(4)(i) of the Patent Act is

extended and generalized to the scope

applied.

of the matter in a claimed invention

If an invention is patented by

even if taking into account the common

describing the matters not described i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or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v) a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s

inventio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described in a detailed descri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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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cording to Article 84 EPC, the "claims shall be supported

o 35 U.S.C. 112, first paragraph requires "that the scope of

by the description". This requirement is a substantive

the claims must bear a reasonable correlation to the scope of

requirement and not merely a matter of verbal consistency

enablement provided by the specification to persons of

with the broadest statement of the invention sometimes set

ordinary skill in the art". See MPEP 2164.08.

out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description (see 2. (3) (iv)

o This does not imply that the claims must be strictly limited

above).

to what has been explicitly demonstrated in the specification

o Most patent applications involve a generalisation of what

to be enabling (see section 3. (4) (a)). There is no requirement

the inventors have actually carried out. To allow such a

in USPTO practice that the claims be limited to working

generalisation in the description is an accepted practice which

examples. See Section 3. (3) (1).

is then reflected in the wording of the claims. The key issue

o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invention that is sought to

is: how broad may the generalisation be? This can only be

be patented the claims will not be read in a vacuum but in

decided on a case by case basis.

light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teachings of the prior art.

o As a general rule "A fair statement of claim is one which is

(See Section 3. (3) (f)).

not so broad that it goes beyond the invention nor yet so

o However, the claims will be given "the broadest reasonable

narrow as to deprive the applicant of a just reward for the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 during the

disclosure of his invention" (Guidelines C-III 6.2).

examination ... since the applicant may then amend his
claims, the thought being t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after
the patent is granted, the claims may be interpreted as giving
broader coverage than is justified".

o A claim, provided it contains technical features, can only be

o A claim that is drafted unduly broad vis-avis the actual

considered as being unduly broad by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may be rejectable under three basis:

description. The question is one of adequate support by the

1) Claims may be broader than the prior art will permit.

description for the scope of the claim. This support should be

2) If the claims encompass subject matter that the inventor

of a technical character and not be merely a vague statement

does not in fact regard as part of his invention the claims

without technical content

would be rejectable under 35 U.S.C. 112, second paragraph
which requires that an applicant particularly point out and
distinctly claim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3) Where a claim encompasses material for which the
specification is not enabling along o All questions of
enablement are evaluated against the claimed subject matter.
The focus of the examination inquiry is whether everything
within the scope of the claim is enabled. The determination of
the propriety of a rejection based upon the scope of a claim
relative to the scope of the enablement involves two stages of
inquiry. The first is to determine how broad the claim is with
respect to the disclosure. The entire claim must be considered.
The second inquiry is to determine if one skilled in the art is
enable to make and use the entire scope of the claimed
invention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See MPEP 2164.08.
o The scope of the required enablement varies inversely with
the degree of predictability involved, but even in unpredictable
arts, a disclosure of every operable species is not required. A
single embodiment may provide broad enablement in cases
involving predictable factors, such as mechanical or electrical
elements. However, in applications directed to invent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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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to the Patent Application, it

the invention is not reflected in the

leads to a unreasonable result that

claims, and as a result, a patent

patent right is given to the invention

beyond the scope described in the

not laid-published, such that Article

detailed description is consequently

42(4)(i) of the old Patent Act (before

claim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revised as of Feb. 3, 2001 according to

I Chapter 1. Section 2.2.1(3))

the Law 6411, hereinafter, treated in
the same manner) may be considered
to be the stipulation for preventing
such a undesirable result. Therefore,
whether the claims are supported b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the matters corresponding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are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n view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such that when
the contents disclos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annot be
extended or generalized to the scope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even in view of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at thetime of filing, the
claims are not considered to be
supported b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4 HU 1120 delivered on
May 11, 2006》 (Examination
Guidelines p.4118)

- Claims reading on inoperative subject
matter

o Although the detailed description of

o When matters disclosed in a detailed

the invention is described in such a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annot be

manner that only the form of a specific

extended or generalized to the scope of

embodiment can be carried out, when

matters in a claimed invention even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invention

taking into account common general

cannot be carried out from the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

embodiment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laims is considered

description due to concrete reasons

not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that the form of the specific

Article 36(6)(ｉ) of the Patent Act.

embodiment included in the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related to the claims has peculiarity,

1. Section 2.2.1.1(3))

etc., a reason for rejection is issued,
violating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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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where the results are unpredictable, the disclosure of a
single species usually does not provide an adequate basis to
support generic claims. See MPEP 2164.03.
o Examples of enablement issues in chemical cases, see MPEP
2164.06(b).
o Examples of enablement issues in computer programming
cases, see MPEP 2164.06(c).
o In order to make a rejection under 35 U.S.C. 112, the
examiner has the initial burden to establish a reasonable
basis to question the enablement provided for the claimed
invention. See MPEP 2164.04.

o As a general rule (Guidelines C-III, 6.3), "a claim should be

o The presence of inoperative embodiments within the scope

regarded as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unless exceptionally

of a claim does not necessarily render a claim nonenabled.

there are well-founded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skilled

The standard is whether a skilled person could determine

man would be unable,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given

which embodiments that were conceived, but not yet made,

in the application as filed, to extend the particular teaching

would be inoperative or operative with expenditure of no more

of the description to the whole of the field claimed by using

effort than is normally required in the art. See MPEP

routine methods of experimentation or analysis". This means

2164.08(b).

that the burden is on the examiner to establish why the

o Although, typically, inoperative embodiments are excluded

result expected could not be reached for a certain part of the

by language in a claim (e.g., preamble), the scope of the claim

subjectmatter claimed. However, once the examiner has set

may still not be enabled where undue experimentation is

out a reasoned case that a claim is not supported over the

involved in determining those embodiments that are operable.

whole of its breath, the onus of demonstrating the contrary

o Claims reading on significant numbers of inoperative

lies with the applicant.

embodiments would render claims nonenabled when the

o Addition of working examples in support of a claim is not

specification does not clearly identify the operative

allowed to the description since it would infringe Article 123

embodiments and undue experimentation is invol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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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e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o Extension or Generalization based on

invention describes only a portion of an

one or more specific embodiments in a

embodiment of subordinate concept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corresponding to superordinate concept

permissible in a claim. The maximum

to lead to concrete reasons that other

extent of extension or generalization

subordinate concept included in the

must not go beyond the scope of

superordinate concept may be

matters described in a detailed

considered not to be easily carried out,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Because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is also

the maximum extent varies with

applied.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cal field, the

Moreover, when the invention of

proper scope shall be set for each

subordinate concept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Examination Guidelines

claims cannot be clearly grasped from

Part I Chapter 1. Section 2.2.1 (3) (ii))

the description of the detailed

o In order for the statement of claims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lthough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the invention of subordinate concept is

36(6)(ｉ) of the Patent Act, it is

described in the claims and the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detailed

invention of superordinate concept is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required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to be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Article 42(4)(i) of the Patent Act i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applied, and when the invention of

recognize that the invention has

subordinate concept described in the

desired effect (property) within the

claims cannot be easily grasped from

scope which the formula described in

the description in the detailed

the claim in light of the common

description, Article 42(3) of the Patent

general knowledge at the time of filing.

Act is also applied.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Examination

Guidelines p.4120)
When the claims are described in a
Markush type claim and only
embodiments of partial constituents of
the constituents described in the claims
are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nly mentioning other
constituents without embodiments
thereof, so that the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it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a reason for
rejection is issued, violating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Examination

Judgment 2005(Gyo-Ke) 10042)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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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ose that are operative.

into consideration when considering the operability of the
invention, they are kept in the file and a special mention of
this fact will be printed on the cover page of the granted
patent.

o According to Article 84 EPC the Claims, which define the

o In USPTO practice, the claims are interpreted in light of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have to be supported by

the disclosure. However, the statement does not mean that

the description.

the disclosure is used to limit the scope of the claims.

o Examples are a part of the description. It is however

Examples that are presented in the disclosure are just that -

possible for the applicant to provide further examples to

examples.

support its assertions while the case is pending before the

Examples are used as a guide to instruct the ordinary person

examining/ opposition divisions or the Boards of Appeal.

skilled in the art in the making or in the operation of the

o There is no rule, guideline or instruction which, in the

invention.

EPO, would provide the examiners with guidance on how

The examples are not read into the claims as limitations

broad Claims may be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kind and

which would limit the scope of the coverage. Only the claim

number of working examples. The principle is that the

limitations are used to measure the extent of the coverage of

description has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the invention. A product or process that is not the same as

allowing the subject-matter claimed to be carried out by the

the examples explicitly set forth in the disclosure would still

man skilled in the art.

infringe the claimed invention if the product or process reads

o Examples help to provide this information, although they

on the literal wording of the claim.

migh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not be necessary at all. The
EPO might then grant a patent with no example and refuse
another one containing a great deal of examples on the
ground of lack of a sufficient disclosure. Rule 42 EPC, dealing
with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in no way makes
examples mandatory. Its paragraph (e) indicates: (The
description shall:) describe in detail at least one way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claimed using examples where
appropriate ...
o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C-II, 4.9)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regard must be had to the facts of
the particular case.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even a
very broad field is sufficiently exemplified by a limited
number of examples or even on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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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p.4119-4120)

(b) Broadening claims

o An amendment to a description or

o After an amendment is done, if

drawing(s) must be within the scope of

matter defining an invention in claims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comes to be outside the scope of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matters described in a description, etc.

application.

as filed, the amendment is not

(Patent Act Article 47(2))

An amendment to the claim(s) under

acceptable. (Examination Guidelines

Article 47(1)(ii) and (iii) can only be

Part III(AMENDMENT OF

made in cases falling under one of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following subparagraphs:

Chapter 1.(New Matter) Section 4.1)

(i) to limit or delete a claim, or narrow

o It is prohibited to make an

the scope of a claim by adding an

amendment whereby inventions, of

element to the claim;

which patentability has been

(ii) to correct a clerical error;

determined in a notice of reasons for

(iii) to clarify an ambiguous description;

refusal, among claimed inventions prior

or

to the amendment, and inventions

(iv) to revert to the scope of a claim

amended after the notice of reasons for

before the amendment where the

refusal is given do not meet the

amendment is beyond the scope of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paragraph (2) or to amendment the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same or

scope of a claim.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

(Patent Act Article 47(3))

(Article 17-2 (4) of the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I
(AMENDMENT OF SPECIFICATION
AND DRAWINGS) Chapter
2.(Amendment that Changes a Special
Technical Feature of an Invention)
Section 3.)
o The amendment of the scope of
claims after the final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shall be limited to those for
the following purposes;
(i) the deletion of a claim or claims as
provided in Article 36(5);
(ii) restriction of the scope of claims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restriction is to restrict matters
required to identify the invention
stated in a claim or claims under
Article 36(5), and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and the problem to be
solved of the invention stated in the
said claim or claims prior to the
amendment are identical with those
after the amendment);
(iii) the correction of err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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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uring examination, applicants are free to change the scope

o Under USPTO practice, generally, an applicant may claim

of their claims until they have replied to the first

his invention as broad as the prior art and his disclosure will

communication from the Office as set out below (Rule 137(2) ).

allow and the applicant may broaden any claim during

o Amendment of the claims can only take place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application. However, under certain

Search Report has been received by the applicant (Rule

circumstances, omission of a limitation can raise an issue

137(1)).

regarding whether the inventor had possession of a broader,

Before receipt of the first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more generic invention. See MPEP 2163, subsection I.B.

Division the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claims, may be

"Broadening a claim does not add new matter to the

amended (Rule 137(2) ).

disclosure" so long as the disclosure as originally filed

o After receipt of the first communication the applicant may

supports the amended claim.

amend the claims once, of his own volition, provided this be
made at the same time as the reply to the communication.
Further amendments may be refused by the Examining
Division (Rule 137(3)). Guidance on how to exercise the
discretion given in this respect is contained in Guidelines
C-VI, 4.7 et seq.
o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23 (2) any broadening of the
claims should not extend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 Where the application as filed contains
claims for subject-matter not mentioned in the description, the
wording of these claims may be transferred to the description
without infringing Article 123 (2) (Guidelines C-III, 6.6).
o In opposition proceedings, amendments to the claims of the
granted patent may beallowed only if these do not extend the
protection conferred (Article 1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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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clarification of an ambiguous
statement (limited to the matters
stated in the reasons for refusal in the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Article 17-2 (5) of the Patent Act)

(c) Narrowing and sub-generic claims

o The amendment to narrow the claims

o See (4)(b) above.

by changing the superordinate concept

o In JPO, if matter, which is not

into subordinate concept or by reducing

described in a description, etc. as filed,

the numerical value range is generally

is singled out, as a result of an

admitted not to be the change in the

amendment to be conceptually specific

range of the concrete object of the

(for example, matter defining an

invention.

invention in claims is added), the

However, when the

invention of such a subordinate concept

amendment cannot be construed to be

is not described in the detailed

done within the scope of matters

description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

described in a description, etc. as filed.

although the subordinate concept or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I

numerical value range is reduced, it

(AMENDMENT OF SPECIFICATION

falls under the addition of new

AND DRAWINGS) Chapter 1.(New

matters.

Matter) Section 4.2 (1)①)

(Examination Guidelines

p.4228)

4. Drawings

o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o The description, scope of claims,

(1) Substantive questions(e.g. status of

accompanied by an abstract, drawing(s)

drawings

(if necessary) and a description.

(Where required), and abstract shall be

(Patent Act Article 42(2))

attached to the application.

drawings as part of the disclosure)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shall

(Article 36 (2) of the Patent Act)

be described in thespecification using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entences, and the drawings functions

invention shall be described in such a

as supplementing the specification so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can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 o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can be

the basis of matters described in the

more understood. (Examination

specification and drawings taking into

Guidelines p.4121)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The grasp of the invention to be

knowledge as of the filing.

patented shall be made based on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matters described in each claim,

1. Section 3.2 (1))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sub-generic claims can always be filed under the same

o Under USPTO practice, an applicant may narrow the claims

principles as set out above in (4) (b), provided there is

during prosecution to avoid the prior art (or for any other

support for them in the description. It might of course occur

purpose).

that the generic claim is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o In chemical cases and in cases involving compositions of

although direct support is lacking for a particular sub-generic

matter, the disclosure of a species in a cited reference is

claim.

sufficient to prevent a later applicant from obtaining a generic
claim. MPEP 715.03.
However, in the particular instance wherein a genus and
several species are originally believed by an applicant to be
patentable and wherein it is later determined during
examination that at least one species and therefore the genus
are unpatentable over the prior art the applicant may cancel
the genus and the known species while continuing to claim
the other species which are not taught by the prior art.
o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USPTO practice an applicant
may present both generic and sub-generic claims.
A particular example involves Markush practice wherein a
generic-type claim may be expressed as a group consisting of
certain specified materials. Section 3. (3) (g). It is permitted
to use Markush claims of diminishing scope unless the claims
are rendered indefinite and to present a true genus claim in
addition to Markush claims. MPEP 2173.05(h), subsection I.

o The drawings are regarded as a part of the disclosure.

o 35 U.S.C. 113 states that the applicant shall furnish a

o Though the descri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provide

drawing where necessar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ufficiency of the

matter to be patented ... Drawings submitted after the filing

disclosure, the drawings (and the claims) may also help to

date of the application may not be used (i) to overcome any

ensure sufficiency.

insufficiency of the specification due to lack of an enabling

o Insofar as a precise feature is indisputably disclosed in a

disclosure or otherwise inadequate disclosure therein, or (ii) to

drawing, it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a claim, even if it

supplement the original disclosure thereof for the purpose of

was not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or expressly indicate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ny claim.

as important for the invention.

o An applicant for a patent is required by law to furnish a

o More generally, the purpose of the drawings is to help in

drawing whenever the nature of the case admits of it; this

understanding the description (and, possibly, the claims) and

drawing must be filed with the application. This includ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practically all inventions except compositions of matter or
processes, but a drawing may also be useful in the case of
many processes.
o Drawings filed with the application are considered to be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respecting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o The technical scope of a patented

selected by an applicant through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his/her own will and when the

upon the statements in the claim

descriptive manner of the claims is not

attached to the application.

clear or the meanings/contents of the

(Article 70 (1) of the Patent Act)

technical terms are not clear, the

o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descrip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paragraph, the meaning of each term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us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Act)

thereof may be considered, however,

claims shall be interpreted in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consideration of the statements in the

shall not be grasped from the contents

description and drawings attached to

of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the application. (Article 70 (2)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Patent Act)

being beyond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Examination Guidelines
p.4122-2)

(2) Formal requirements

(3) Photographs in lieu of drawings (i.e.

Drawings are made according to Form

o Drawings to be attached to a request

16 in annex of Patent Act Enforcement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Rules. (Patent Act Enforcement Rules

the Form 30 (Article 25 on Regulations

Article 21)

under the Patent Act).

o When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o Drawings shall be drawn in black

their status, categories accepted,

make drawings according to the

explicitly and not to be deleted easily,

conditions of acceptance, etc.)

drawing method of Form 16 in annex

according the method of drawing.

(descriptive manner 2), such as crystal

Drawing shall also not to be colored.

structure, metal structure, feature of

(Form 30)

fabric, structure of particle, shape of

o A photograph may be adopted as a

life, oscilloscope, etc., or when

drawing, if the subject is difficult to be

embodiments can be more clearly

drawn by graphic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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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court in In re
Berkman, 209 USPQ 45 (CCPA 1981) stated that the
disclosure requirement set forth in 35 U.S.C. 112, first
paragraph requires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the invention
and of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f
carrying out his invention.
The drawings may be used to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 but cannot eliminate the need for a specification.

o The form of the drawings is dealt with extensively in Rule 46.

o The standards for drawings are set forth in 37 CFR 1.84.

o In additi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to be noted:

o The drawings must show every feature of the invention

o The request for grant,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specified in the claims.

abstract should not contain drawings (Rule 49(9) ).

o Conventional feature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and

o If the application contains drawings these should be

claims which are not essential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and the latter should describe

the invention should be illustrated in the drawing in the form

the figures in the drawings (Rule 42(d)). However, the

of a graphical drawing symbol or a labeled representation

references used in the drawings need not be listed.

(e.g. a labeled rectangular box).
o The drawing is required by the rules to be in a particular
form, that is, the size of the sheet on which the drawings is
made, the type of paper, the margins, and other details
relating to the making of the drawing. The Office no longer
considers drawings as formal or informal. Drawings are either
acceptable or not acceptable. Drawings will be accepted by the
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if the drawings are
readable, and reproducible for publication purposes. See MPEP
608.02(b).
o The drawing must contain as many figures as may be
necessary to show the invention.

o Photographs can only exceptionally be allowed. Colour

o Photographs are not ordinarily permitted in utility and

photographs are not accepted.

design application. The Office will accept photographs in

o They are allowed where drawings are not sufficient to

utility and design applications if photographs are the only

illustrate the invention or where the photographs contain

practicable medium for illustrating the claimed invention. See

information which cannot be expressed in a different manner

37 CFR 1.84(b).

(e.g. microphotograph) (Guidelines C-II, 5.3).

o Black and white photographs submitted in lieu of ink

o Even in this case, however, those technical features which

drawings must comply with 37 CFR 1.84(b). Such photographs

are essential must be distinguishable the on reproduction of

to be acceptable must be made on photographic paper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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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using photographs, the

micrographs, X-ray photographs, and

drawings can be replaced by the

crystal structures.

photographs expressing them. In this

o Furthermore, a color photograph is

case, clear photographs are only

not acceptable except that it is

admitted if they can be printed on a

attached as a photograph for reference.

publication and color photographs are

(Formality Examination Manual 24.11)

only admitted if they are indispensable.
(Examination Guidelines p.4121)

5. Abstract

o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o Abstract shall be prepared in

accompanied by an abstract, drawing(s)

accordance with the Form 31. (Article

(if necessary) and a description.

25-3 on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Patent Act Article 42(2))

Act)

An abstract may not be interpreted to

o Abstract shall state a summary of

define the scope of an invention for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which protection is sought but it serves

description, scope of claims or

as technical information.

drawings, and the number referred to

(Patent Act Article 43)

the figure which is the most suitable to

The matters described only in the

contain in the Official Gazette. (Article

abstract may not have a position of

36 (7) of the Patent Act, Article 25-2

another patent application stipulated in

on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Article 29(3) of the Patent Act and

o When the technical scope of the

they may not be allowed to be added

patented invention is defined,

to the specification though an

statements in the abstract attached to

amendment, either. (Examination

the applic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Guidelines p.4105)

consideration. (Article 70 (3) of the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n abstract.

Patent Act)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not accompanied
by the abstract, the patent application
is subject to be supplemented.
Moreover, when the abstract is
incompletely drawn up, not following
the drawing method of an abstra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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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hich are generally recognized in
the photographic trade: double weight paper with a surface
described as smooth with a white tint.
o If several photographs are used to make one sheet of
drawings, the photographs must be contained (i.e., developed)
on a single sheet. See MPEP 608.02, subsection VII.
o Photographs may be treated as artifacts and maintained in
an artifact folder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in an Image
File Wrapper (IFW) application, since the photographs may
not be able to be accurately reproduced by scanning.
o Limited use of color drawings or color photographs in utility
and design patent applications is provided for in 37 CFR
1.84(a)(2) and (b)(2). Unless a petition is filed and granted,
color drawings or color photographs will not be accepted in a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s. Applicant must file a
petition with fee requesting acceptance of the color drawings
or color photographs.
Three sets of color drawings or color photographs must also
be submitted. The petition is decided by a Supervisory Patent
Examiner. See MPEP 608.02, subsection VIII.

o The abstract serves merely for use as technical information.

o The abstract of the disclosure has been interpreted to be

It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for any other purpose, in

part of the specification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particular not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the requirements of 35 U.S.C. 112, first paragraph. In re

protection sought nor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Armbruster, 185 USPQ 152 (CCPA 1975).

between interfering applications (Article 85).

o The requirement and guidelines for the abstract are set

o The abstract should indicate the title of the invention. It

forth in 37 CPR 1.72(b) and MPEP 608.01(b) respectively. 37

should contain a concise summary of the disclosure as

CFR 1.72 (b) states:

contained in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any drawings; the

o A brief abstract of the technical disclosure in the

summary should indicate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specification must be set forth on a separate sheet, preferably

invention pertains and be drafted in a way which allows the

following the claims under the heading "Abstract" or "Abstract

clear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problem, the gist of the

of the Disclosure"...The purpose of the abstract is to enable

solution of that problem through the invention and the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the public generally to

principal use or uses of the invention. The abstract should,

determine quickly from a cursory inspection the nature and

where applicable, contain the chemical formula which, among

gist of the technical disclosure.

those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best characterises the

o The content of an abstract should be such as to enable the

invention. It should not contain statements on the alleged

reader, regardless of his familiarity with the patent

merits or value of the invention or on speculative aspects

documents to ascertain quickly the character of the subject

thereof.

matter covered by the technical disclosure.

o The abstract should be so drafted that it constitutes an

o The abstract should consist of a concise statement of the

efficient instrument for purposes of searching in the particular

technical disclosure of the patent and should include that

technical field. It should make it possible to assess whether a

which is new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further consult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s

o With regard to chemical patents, for compounds or

needed. Further details concerning form and contents of the

compositions, the general nature of the compound or

abstract are laid down in Rule 47.

composition should be given as well as the use thereof, e.g.,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Abstracts of Patent

"The compounds are of the class of alkyl sulfonyl u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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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method of an abstract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manner in
Form 13 in Patent Act Enforcement
Rules), the patent application may also
be subject to be supplemented
according to Article 46 of the Patent
Act. When defectiveness is not solved
despite the supplement instruction, the
filing procedure is invalidated according
to the stipulation of Article 16 of the
Patent Act.

Therefore, when the

abstract is wrong, a reason for
rejection shall not be issued, stating an
inadequate descriptive manner
according to Article 42(3) or (4) of the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4105)

6.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Claims in Special Fields
(1) Computer program deposits

o A computer program is nothing but a

Claim(s)

command to execute a computer so

This section deals with description

that the computer program itself

requirements of claim(s), especially

cannot be an invention.

focusing on categories of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p.2109)

which require special judgment or
treatment in examining patent
applications relating to software-related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1.Section 1.1)
o Categories of Software-Related
Inventions
(1) Invention of a process
When a software-related invention is
expressed in a sequence of processes or
operations connected in time series,
namely procedure, the invention can be
defined as an invention of a process
(including an invention of a process of
manufacturing a product) by specifying
such a procedure.
(2) Invention of a product
When a software-related invention is
expressed as a combination of multiple
functions performed by the invention,
the invention can be defined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by specifying
such functions.
A program or data can be def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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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using the checklist contained WIPO Standard

useful as oral anti-diabetics".

ST.12 (Guidelines B-XI, 5 and Annex).

Exemplification of a species could be illustrative of members

o Once published, the abstract is not modified even if the

of the class. For processes, the type reaction, agents and

content of the published patent differs in substance from that

process conditions should be stated, generally illustrated by a

of the patent application (Guidelines C-II, 2). The abstract is

single example unless variations are necessary.

not republished with the patent specification.

o The abstract should be in narrative form and generally
limited to a single paragraph within the range of 50 to 150
words. The abstract should not exceed 15 lines of text.
Abstracts exceeding 15 lines of text should be checked to see
that it does not exceed 150 words in length since the space
provided for the abstract on the computer tape by the printer
is limited. If the abstract does not comply with the guidelines,
the examiner should point out the defect to the applicant in
the first Office action, or at the earliest point in the
prosecution that the defect is noted, and require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The EPC requires the description to be in writing, an

A "computer program", as the term is used in USPTO

exception being made for microorganisms under Rule 30 to 34.

practice, is a plan or routine or set of instructions for solving

No such exception exists allowing the disclosure through a

a problem with a computer, controlling the management or

mere deposit of a computer program.

internal operation of the computer, or having the computer

In the particular case of inventions in the computer field,

direct the operation of an external device. It may take several

program listings in programming languages cannot be relied

conventional forms or embodiments, including:

on as the sol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description, as

(a) electrical computer programs;

in other technical fields, should be written substantially in

(b) computer program listings: and

normal language, possibly accompanied by flow diagrams or

(c) computer program flowcharts.

other aids to understanding, so that the invention may be

The submission of "computer program listings" is governed by

understoo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ho is deemed not

37 CFR 1.96. See MPEP 608.05(a). A computer program

to be a specialist in any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 but

listing, as used in the rule, means the printout that lists, in

does have general programming skills. Short excerpts from

proper sequence, the instructions, routines, and other contents

programs written in commonly used programming languages

of a program fora computer. The listing may be either in

can be accepted if they serve to illustrate an embodiment of

machine or machine-dependent (object or source) programming

the invention. For further details regarding computer related

language which will cause a computer to perform a desired

inventions see also the Report for Trilateral Project 12.5.

task, such as solving a problem, regulating the flow of work
in computer, or controlling or monitoring events. The general
description of the computer program listing will appear in the
specification while the computer program listing may appear
either directly or as a computer program listing on compact
disc appendix to the specification and be incorporated into the
specification by reference. The requirements for sufficient
disclosure of inventions involving computer programming is
the same as for all inventions sought to be patented. Namely,
there must be an adequate written description, the original
disclosure should be sufficiently enabling to permit one skilled
in the art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as claimed, and
there must be presentation of the best mode for carry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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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manners:
(a) “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um
having a program recorded thereon”can
be defined as “n invention of a
product.”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um having structured data
recorded thereon”can also be defined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where
processing performed by a computer is
specified by the data structure recorded
there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1. Section 1.1.1)
o In principle, program listing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However, if they are short excerpts
written in a computer language
generally known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invention, such listings are allowed
to be included. (“program listings” can
be submitted and filed as reference
material.
However, the specification cannot be
amended on the basis of such reference
material.)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1. Section 1.2.2 (3))

(2) Chemistry

o For an invention of chemical

o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substances, when claims are not

chemical compound, for in stance, the

described using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should be deemed as clearly

names or chemical formulas, however,

explained if the chemical compound is

when the invention cannot be specified

expressed either by name or by

using chemical substance names or

chemical structural formula.

chemical formulas, the invention can b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specified using physical/chemical

1. Section 3.2.1 (2) ①)

properties, and when the invention

o In the technical field of chemical

cannot be specified even using

substances, etc., unless a person skilled

physical/chemical properties, a

in the art cannot understand how to

manufacturing method can be described

make another product defined by its

as a portion of unit to specify the

function or characteristic, etc. other

invention so far as the invention can

than products of which manufacturing

be specified by adding the

method is concretely described in the

manufacturing method. (Examination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Guidelines p.4130)

those which can be made from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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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ntion. Sufficiency of disclosure issues in computer
cases necessarily will require an inquiry into both the
sufficiency of the disclosed hardware as well as the disclosed
software due to the interrelationship and interdependence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sufficiency of disclosure are set forth in MPEP
2106.01. The manner of claiming inventions involving
computer programs, like all other inventions, is governed by
35 U.S.C. 112, second paragraph.
The claims must accurately define the invention and the
specification must describe and identify the combinations of
elements which perform the functions noted in the claims.
A computer program listing contained on 300 printout lines or
less may be submitted either as drawings (in compliance with
37 CFR 1.84), as part of the written specification (in
compliance with 37 CFR 1.52), or on compact disc (in
compliance with 37 CFR 1.52(e)). A computer program listing
contained on 301 printout lines or more must be submitted as
ASCII files on compact disc (in compliance with 37 CFR
1.96(c)). A computer program listing of more than 300 lines
will not be printed in any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patent or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ee 37 CFR
1.96(c).

The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claims apply equally to

USPTO chemical patent practice has raised issues not

all fields of technology and, with the exception of

generally considered in regard to mechanical or electrical

microorganism deposits, the EPC nowhere provides for any

matters or at least not considered to the same degree or

distinction in that respect depending on the technical field of

frequency.

the patent application. It is however true that some problems

One acceptable form of alternative expression, which is

relating to claim drafting or disclosure requirement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a Markush group, recites members

specific to chemistry and might be worth mentioning in this

as being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and C."

study. In the following, the most relevant aspects are

Inventions in metallurgy, refractories, ceramics, pharmacy,

mentioned.

pharmacology and biology are most frequently claimed under

(i)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for new chemical

the Markush formula but purely mechanical features or

compounds, is it necessary to state their use or effect in the

process steps may also be claimed by using the Markush style

description?

of claiming.

This is not necessary purely for reasons of disclosure. It

Markush practice is employed for claiming a genus expressed

might however be necessary, in most cases, in order to

as a group consisting of certain specified materials or steps

establish an inventive step of the claimed compounds in

(See Section 3. (3) (g)).

comparison with prior art compounds.

Support for generic claims based on disclosure of species

(ii) Amendments of the disclosure after the filing date.

raises predictability and to decide in regard to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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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the
descrip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violating the
enablement requirement (For example,
where a large amount of trials and
errors or complicated experimentation
are needed to find a way to carry out
the invention beyond the reasonable
extent that can be expected from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2) ②)
o In the case of the invention of a
chemical compound, it is necessary to
describe more than one specific use
with technical significance in order to
show that the chemical compound
concerned can be us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2) ③)
o In the case of inventions in technical
fields of chemical substances, etc.,
normally one or more representative
embodiments or working examples are
necessary which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carry out the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5) )
o If a claim is defined in an
alternative way by Markush-type
formula with only a mode for carrying
out a part of the claimed alternatives
being describ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if
there is a concrete reason that the
descriptions of the mode for carrying
out the part of alternatives does not
make the rest of the alternatives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v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n, such descriptions of the
particular mode should not be deemed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the
claimed invention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3.2.1 (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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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allowable for an amendment of the description to

matters that encompass chemical intermediates, utility for

include, for instance, an advantage of the invention in

products where the invention is in the process of their

relation to the state of the art, a property, new examples or

production, type of testing needed to establish utility for

other technical information? No generally. Such amendments

drugs and dosage amounts (See section 3. (3) (viii)). An article

would contravene Article 123 (2) except if the applicant can

may be claimed by a process of making it provided it is

show that they derive directly and unambiguously from the

definite. Where an applicant's product may be incapable of

original disclosure (see 7. (1) below).

description by product claims as is frequently the case with

However, new subject-matter submitted is included in the file

chemical compositions an applicant is entitled to product-by-

and may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n inventive step.

process claims that recite the novel process of manufacture

(iii) Definition by parameters

(MPEP 2113).

The invention may be defined either in the description or in
the claims through the use of parameters. However, this is
only permissible when the invention cannot be adequately
defined in any other way (Guidelines C-III, 4.11). Only
parameters usual in the art should be employed.
iv) Request for further evidence to justify a broad claim
As a general rule, the examiner should require further
evidence in support of a broad claim only when he has strong
reasons to believe that the description provides inadequate
support for that claim. Unless the examiner is absolutely
certain of his position, such reasons should be supported by a
specif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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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en matters disclosed in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annot be
extended or generalized to the scope of
matters in a claimed invention even if
taking into account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is considered
not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6(6)(i) of the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1.1 (3))

(3) Micro-biotechnology

o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Claim

Article 2 (Deposit of Microorganisms)

In a claim, a gene, a vector, a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 patent

recombinant vector, a transformant, a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related to

fused cell, a recombinant protein and a

microorganism shall deposit the

monoclonal antibody should be

microorganisms to a depository

described as indicated below.

institution provided by the

(1) Genes

Commissioner of the Korean

① A gene may be described by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specifying its nucleotide sequence.

institution that obtains a position as

② A structural gene may be described

an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by specifying an amino acid sequence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Budapest

of the protein encoded by the said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gene.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③ A structural gene may be described

the Purpose of Patent Procedure

by a combination of the ter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stitution, deletion or addition”or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and

“hybridize”with functions of the gene,

attach a document that proves the fact

and if necessary, origin or source of

to the patent application (when being

the gene in a generic form (provided

deposited to the international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clear and

depository authority, a copy of the

the enablement requirement is met).

latest deposit receipt of deposit receipts

④ A gene may be described by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Budapest

specifying functions, physiochemical;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properties, origin or source of the said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gene, a process for producing the said

the Purpose of Patent Procedure).

gene, etc. (provided that the claimed

However, when a person with ordinary

invention is clear and the enablement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requirement is met).

pertains can easily obtain the

(2) Vectors

microorganisms, it may not be

A vector should be described by

deposited.

specifying a base sequence of its DNA,

When a new deposit number is given

a cleavage map of DNA, molecular

to the deposit of the microorganism in

weight, number of base pairs, source of

item after the patent application is

the vector, process for producing the

filed, a patent applicant or a patent

vector, function or character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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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appear in this field of technology, mainly as a

(a) General Considerations

consequence of allowing deposit of micro-organisms as a

The disclosure and claiming requirements in the field of

substitute for the written description.

microbiotechnology ar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set

o Rules 26 to 29 provide for general definitions and specify

forth in sections 1 through 3, above. However, due to the

which biological/biotechnological material is excluded from

nature of this technology, specialized fact situations are

patentability.

encountered and these situations must be separately

o Rule 30 (1) specifies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s

addressed.

relating to nucleotide or amino acid sequences. If nucleotide

The disclosure of microbiological inventions may present

or amino acid sequences are disclosed in the European patent

unique problems both as to written description and

application, the description shall contain a sequence listing

enablement. The mere written words of a patent specification

conforming to the rules laid down by the President of the

may not place the invention in the hands of the public upon

European Patent Office for the standardised representation of

the grant of a patent and, therefore, the quid pro quo of the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patent grant is not achieved. Unlike a mechanical or chemical

o Biological matter which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and

application, the ordinary skilled artisan, no matter how

which cannot be described i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killful, may not readily obtain the necessary starting

will be regarded as disclosed if the information relating to its

materials to duplicate the microbiological invention using the

deposit with a recognised depositary institution is provided in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lone. This is especially

due time (Rule 31).

true when the microorganism is new and unavailable.

o The relevant information under this provision concerns the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new microorganism and its

classification of the biological material and significant

isolation procedure may not place the microorganism in the

differences from known biological material.

hands of the practitioner due to repeatability considerations.

For this purpose, the applicant must, to the extent available

A deposit procedure exists to supplement the patent

to him, indicate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specification and tender it enabling in order to render the

and the proposed taxonomic description. If necessary, it has to

specification repeatable.

be provided through experi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ee In re Argoudelis. Deposits of biological material are

relevant standard literature.

discussed in Section 6. (3) (b), infra.

For characterising bacteria, for example, the relevant standard

(3) Disclosure in Detailed Explanation of Invention

work would be R.E. Buchanan, N.E. Gibbons: Bergey's Manual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of Determinative Bacteriology. Abbreviations for biological

(a) Whichever classification unit is employed to express in the

material or media are often less well known than the

claim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it is necessary

applicant assumes and should therefore be avoided or written

that an example of the strain used in an invention (e.g.,

in full at least once.

Aspergillus nigar FERM P-A) be set forth. When a

o Against this background, information should then be given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is not easily available to

on every further specific morphological or physiological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 deposit number of

characteristic relevant for recognition and propagation of the

said microorganism deposited must be describ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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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must inform the Commissioner

vector, etc.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3) Recombinant vectors

Office of the fact without hesitation.

A recombinant vector may be described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by specifying at least one of the gene

3 (Description of Patent Application of

and the vector.

Invention related to Microorganisms)

(4) Transformants

In describing a specification according

A transformant may be described by

to Article 42(2) of the Patent Act,

specifying at least one of ① its host

when microorganisms are deposited

and ② the gene which is introduced

according to the stipulation of Article

(or the recombinant vector) (provided

2(1),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clear and

paten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is met).

related to microorganisms must

(5) Fused cells

describe the name of the depository

A fused cell may be described by

institution or the international

specifying parent cells, function and

depository authority, deposit number,

characteristics of the fused cell, or a

and date of deposit, and when

process for producing the fused cell,

microorganisms are not deposited

etc.

according to the stipulation of the

(6) Recombinant proteins

condition of Article 2(1),the person

① A recombinant protein may be

must describe a method how the

described by specifying an amino acid

microorganisms are obtained.

sequence or a base sequence of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structural gene encoding the said

3)

amino acid sequence.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② A recombinant protein may be

4 (Furnishing of Sample of

described by a combination of the

Microorganisms)

terms “ubstitution, deletion or

A person who wishes to carry out an

addition”and functions of the

invention related to microorganisms

recombinant protein, and if necessary,

deposited according to Article 2 for

origin or source of the recombinant

experiments and researches may be

protein in a generic form (provided

furnished with the samples of the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clear and

microorganisms from a depository

the enablement requirement is met).

institution or an international

③ A recombinant protein may be

depository authority, if he or she falls

described by specifying function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s:

physiochemical, origin or source of the

1. when a patent application for an

said recombinant protein, a process for

invention related to the microorganisms

producing the said recombinant protein,

is laid-open published or registered for

etc. (provided that the claimed

establishment; and

invention is clear and the enablement

2. when it is necessary for drawing up

requirement is met).

an argument according to Article 63(1)

(7) Monoclonal antibodies

of the Law (including cases applied in

A claim directed a monoclonal antibody

Article 170(2) of the Law and Article

may be defined by specifying any of

174(2) of the Law).

antigen recognized by it, hybridoma

A person who is furnished with the

which produces it, or cross-reactivity,

sample of the microorganisms according

etc.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to the stipulation of paragraph (1) shall

Chapter 2. Section 1.1.1)

not let others use the microorganism.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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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material, e.g. suitable media (composition of

specification as filed.

ingredients), in particular where the latter are modified.

When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is readily

o If biological material is deposited that cannot replicate itself

available to those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 source of

but must be replicated in a biological system (e.g. viruses,

supply of said microorganism (e.g., in the case of a

bacteriophages, plasmids, vectors or free DNA or RNA), the

commercially available microorganism, a supply source, a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also required for such

tradename or a registered trademark thereof and, in the case

biological system. If, for example, other biological material is

of a stored microorganism, a storage institution and a storage

required, such as host cells or helper viruses, that cannot be

number of said strain) must be also described in the

sufficiently described or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this

specification as filed.

material must also be deposited and characterised accordingly.

Furthermore, for all microorganisms disclosed in working

In addition, the process for producing the biological material

examples, accession numbers or supply sources thereof must

within this biological system must be indicated (Guidelines

be described.

C-II, 6.)

(b) In the case where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o If biological material already deposited ceases to be

is a strai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scribe characteristics of

available from the recognised depositary institution, an

the strain and the differences (microbiological properties and

interruption in availability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ffects) between said strain and known species of the same

occurred if a new deposit of that material is made with a

species.

recognised depositary institution (Rule 33).

(c) When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is a known

o Rules 32 and 33 specify under which conditions deposited

species or a variant, it is necessary to indicate a literature

biological material referred to in a patent application shall be

that discloses said known species and to describe its scientific

made available to a third person upon request, depending on

name and the reasons why the microorganism used in an

whether the request is made before or after the date of

invention is identified as the known species or variant.

publication of the European application

(d) When a microorganism used in an invention is a new
species (including the case where it is expressed as a strain),
it is necessary to fully describe the taxonomical properties of
said microorganism and clarify the reasons why the
microorganism is recognized as a new species, if necessary,
with its microscopic photograph or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 attached to the specification. That i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said new
species and the conventional analogous species and to also
describe the name of literature on which the recognition of
the microorganism as a new species has been based.
Furthermore, the new species is desirably nam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Nomenclature.
3. Time of making an original deposit
37 CFR 1.804 specifies the time for making an original
deposit. It is recommended that a deposit be made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However, for the purposes of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35 U.S.C. 112, a deposit
of a biological material may be made at any time before filing
the application for patent or during the pendency of the
application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37 CFR 1.809. Where
a deposit is need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35 U.S.C.
112 and it is mad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pplication, it
must be made no later than the time period set by the
examiner at the time the Notice of Allowance and Fee(s) Due
is mailed. See MPEP 2406. When the original deposit is made
after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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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enes, vectors or recombinant

21(2)(Patent Application including

vectors

Nucleic Acid Base Sequence or Amino

A process for producing a gene, a

Acid Sequence)

vector or a recombinant vector should

(1) Submittal of a specification where a

be described by respective origin or

sequence listing is described

source, means for obtaining a vector to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 patent

be used, an enzyme to be used,

application including the nucleic acid

treatment conditions, steps for

base sequence or the amino acid

collecting and purifying it, or means for

sequence (hereinafter, refereed to as

identification, etc.

‘sequence’) shall attach documents, etc.

If genes are claimed in a generic form

for each of the followings to the patent

and a large amount of trials and errors

application and submit them to the

or complicated experimentation are

Commissioner of the Korean

needed to produce those genes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reasonable extent that can be

1. a specification where sequence

expected from a person skilled in the

listingsdrawn up as determined by the

art,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such 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e

manner that enables a person skilled

described;

in the art to make the product.

2. an electronic file where sequence

For example, in cases where a claimed

listings are listed in a

invention includes the gene actually

computer-readable form (in the case

obtained and many of genes whose

where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in a

identity is extremely low to the said

written form); and

gene obtained and is specified by their

3. a statement stating that the

function and that as a result, many of

sequence listing listed in the electronic

genes which do not have the same

file are the same as the sequence

function as the said gene obtained are

listing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included in the genes whose identity is

(in the case where a patent application

extremely low, a large amount of trials

is filed in a written form).

and errors or complicated

(2) Dealing when Sequence Listings are

experimentation are generally needed to

Different

select the genes with the same function

When sequence listings described in the

as the said gene obtained among the

specification are not the same as

genes whose identity is extremely low

sequence listings listed in the electronic

beyond the reasonable extent that can

file, the specification is considered to

be expected from a person skilled in

be submitted based on the sequence

the art, and therefore, the detailed

listing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s not

(3) Amendment of Sequence Listings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The stipulations of (1) and (2) are

enable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applied in an amendment of sequence

make the product

listings.

(ii) Transformants

※etailed matters are required to see

A process for producing a transformant

guidelines for drawing up sequence

should be described by a gene or a

listings of a patent application

recombinant vector introduced, a host

including nucleic acid base sequence or

(a microorganism, a plant or an

amino acid sequence and submitting

animal), a method of introducing gene

them (KIPO Public Notice No. 99-6).

or the recombinant vector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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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is required to promptly submit a statement from a
person in a position to corroborate that the biological material
specifically identified in the application (the filing date of
which is relied upon) as filed. See MPEP 2406.02.
4. Duration of the deposit
The term of deposit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Budapest Treaty which sets a term of at least 30 years from
the date of deposit and at least 5 years after the most recent
request for the furnishing of a sample of the deposit was
received by the depository.
In the event that the 30-year term covers the 17-year term or
20-year term of the patent plus 6 years to in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no further requirement is necessary.
5. Reference to the deposit in patent
The specification must contain (a) the accession number for
the deposit, (b) the date of the deposit, (c) a description of
the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sufficient to specifically
identify it and to permit examination, and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depository. See 37 CFR 1.809(d). If the criteria
in Lundak are met, the address of the depository as well as
the deposit number may be inserted without new matter
problems arising. Once the patent issues, the description must
be sufficient to aid in the resolution of questions of
infringement. See MPEP 2411.05.
6. Public Availability
Upon grant of a U.S. patent, all restrictions on the deposit
are to be irrevocably removed.
37 CFR 1.808(a)(2). See MPEP 2410 and 2410.01.
7. Guidelines for deposits
The deposit rules (37 CFR 1.801 to 1.809)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1990. The deposit rules set forth examining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deposit which must be satisfied
in the event a deposit is required.
The rules do not address the substantive issue of whether a
deposit is required under any particular set of facts. The
deposit rules are effective for all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January 1, 1990, and for all reexamination proceedings in
which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was filed on or after
January 1, 1990. See MPEP 2402 to 2411.05.
8. Need for deposit
37 CFR 1.802(a) permits a deposit of a biological material to
be referenced in a patent application where an invention is,
or relies on, a biological material. The invention may rely on
a biological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making or using the
invention, either as a preferred mode or an alternative mode
of operation. A reference to a deposit may be included in a
specification even though the deposit is not requir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35 U.S.C. 112.
9.Deposit of other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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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a method of selectively collecting
the transformant, or means for
identification, etc.
(iii) Fused cells
A process for producing a fused cell
should be described by stating
pretreatment of the parent cells, fusion
condition, a method of selectively
collecting the fused cell, or means for
identification, etc.
(iv) Recombinant proteins
A process for producing a recombinant
protein should be described by stating
means for obtaining a gene encoding
the recombinant protein means for
obtaining, an expression vector used,
means for obtaining a host, a method
for introducing the gene into the host,
steps for collecting and purifying the
recombinant protein from the
transformant into which the gene has
been introduced, or means for
identification of the obtained
recombinant protein, etc.
(v) Monoclonal antibodies
A process for producing a monoclonal
antibody should be described by stating
means for obtaining or producing
immunogen, a method for
immunization, a process for selectively
obtaining antibody producing cells, or
means for identification of the
monoclonal antibody, etc.
(vi) Deposit of microorganisms, etc. (see
“Deposit and Furnishing of
Microorganisms” (a) For an invention of
a gene, a vector, a recombinant vector,
a transformant, a fused cell, a
recombinant protein, a monoclonal
antibody, etc. produced by the use of a
microorganism, etc. (“ microorganism,
etc.” here includes a microorganism, a
plant and an animal), a process for
producing the said product should b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s filed so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make it. Further, the microorganism
used in the process should be deposited
and its accession number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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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USPTO policy has been to limit deposits to the
subject matter specified in (b)2 above.
10. Replacement of Deposits
37 CFR 1.805 governs the deposit of a biological material to
replace or supplement a previous deposit. The term
"replacement" is directed to those situations where one deposit
is being substituted for another. An applicant may have
greater latitude in replacing a deposit during the pendency of
an application than after the patent is granted.
Replacement will typically take place where the earlier
deposit is no longer viable. The term "supplement" is directed
to those situations where the earlier deposit is still viable in
the sense that it is alive and capable of replic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ut has lost a quality (e.g., purity,
functionality) it allegedly possesse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See MPEP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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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s filed
unless the microorganisms readily
available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b) For an invention of a gene, a
vector, a recombinant vector, a
transformant, a fused cell, a
recombinant protein, a monoclonal
antibody, etc. when it is not possible to
describe a process for producing the
said product in the specification in
such a manner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make it, the obtained
transformant (including a transformant
which produces a recombinant protein)
or the fused cell (including a
hybridoma which produces a
monoclonal antibody) into which the
gene, the vector, the recombinant
vector has been introduced, should be
deposited and its accession number
should b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s filed.
(c) Generally, the acquisition of a
hybridoma producing a monoclonal
antibody which satisfies limitative
conditions, (e.g., a monoclonal antibody
whose affinity to the antigen A is
specified by the limitative coupling
constant,) is not reproducible.
Therefore, in case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related to a monoclonal
antibody which satisfies limitative
conditions or a hybridoma producing
the said monoclonal antibody, the said
hybridoma should be deposited and its
accession number should b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s filed, except
where the hybridoma can be creat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2. Section 1.1.2)
Deposit and Furnishing of
Microorganisms When describing
inventions involving a microorganism
itself or a use for a novel
microorganism, and when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how to originate
the microorganism so that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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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 in the art can produce the
microorganism, the microorganism must
be deposited according to Article 27-2
of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Article 27-2 of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Deposition of
microorganisms)
1 A person desiring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involving
or using a microorganism shall attach
to the request a copy of the latest
receipt referred to in Rule 7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 of Patent Proced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eaty” for
the deposit of the microorganism issued
by the 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defined in Article 2(viii) of
the Treaty, or a document certifying
the fact that the microorganism has
been deposited with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except where the
microorganism is readily available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2 Where an accession number is newly
given after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to the deposit of a
microorganism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pplicant for a patent
or the patente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without delay.
3 The notific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Form 32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tion, or Form 33 with respect to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rticle 27-3 of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Act (Furnishing of
microbiological samples)
1 A person who intends to work for
the purpose of tests or experiments an
invention involving or using a
microorganism depos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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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shed with a sample of the
microorganism provided that:
(i) regist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 to the invention
involving or using the microorganism
has been made;
(ii) the person received a warning given
in the form of a document describing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involving
or using the microorganism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1) of the
Patent Act; or
(iii) such is necessary in order to
prepare a written argument referred to
in Article 50 of the Patent Act
(including its application under Article
159(2) (including its application under
Article 174(2)) and Article 163(2)).
2 A person who has been furnished
with a sample of the microorganism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permita third party
to utilize the sample of the
microorganism.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2. Section 5.1)

7. Others

o An amendment to a description or

o An amendment including anything

(1) New matter/amendment

drawing(s) must be within the scope of

outside the scope of “atters described in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a description, etc. as filed”(e.g., an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amendment containing new matter) is

application. (Patent Act Article 47(2))

not acceptable.

(1) Interpretation of New Matters

o The phrase, “atters described in a

The matters that a person with

description, etc. as filed”means not only

ordinary skill in the art determines as

“matter expressly present in a

being obvious based on a specification

description, etc. as filed” but also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a

“matter inherently present in a

patent application (hereinafter, referred

description, etc. as filed.”

to as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o In order to conclude that an

are not new matters.

amendment is done within the scope of

Herein, the obvious matters mean the

“matters inherently present in the

matters that may be admitted by a

description, etc. as filed,” the meaning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as

of the particulars of the amendment

having been described based on the

shall be evident to a person skilled in

description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

the art in light of common general

etc. although there is no description to

knowledge as of the filing, as if it were

directly express the matters themselves.

written in the description, etc. a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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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applicant is allowed at least one opportunity of

o 35 U.S.C. 132 prohibits the introduction of new matter by

amending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of his own

way of amendment into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volition (Article 123 (1)).

Matter not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claims or drawings is

o A patent application or a patent (in opposition proceedings)

usually new matter. When new matter is introduced into the

may, however,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it contains

specification, the amendment should be objected to under 35

subject-matter which extends beyond the content of the

U.S.C. 132 and a requirement made to cancel the new

application as filed (Article 123 (2)).

matter-clearly identified by the examiner. If the new matter

o During opposition proceedings amendment in such a way as

has been entered into the claims or affects the scope of the

to extend the protection conferred is not allowed (Article 123

claims, the claims affected should be rejected under 35 U.S.C.

(3)).

112, first paragraph, because the new matter is not described

Where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European patent has

in the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

been extended, this is a ground for revocation (Article 138 (1)

Amendments need not be construed as containing new

(d)).

material if it contains mere embellishment of technical

However, limiting the scope of a claim by using a "disclaimer"

improvement of feature disclosed in original application that

to exclude a technical feature not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does not contribute to its novelty, utility, or non-obviousness.

as filed does not infringe Art. 123(2) if the disclaimer aims at

New matter is not introduced by amendments that merely

(Guidelines C-IV, 5.3.11):

clarify or make definite that which was expressly or

(i) restoring novelty over a disclosure under Art. 54(3);

inherently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 or

(ii) restoring novelty over an accidental anticipation (*) under

that conform to matter originally disclosed in drawings or

Art. 54(2)

claims. See Litton Sys., Inc. v. Whirlpool Corp., 221 USPQ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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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ject of Determination

even though it is not expressly present

The object of determination is an

in the description, etc. as filed.

amended specification or amended

o Addition of well-known art or

drawings, wherein neither of them is

commonly used art is not acceptable by

admitted with an amendment to add

simply arguing “as they are.”This

new matters.

addition is acceptable only if such art

(3) Object of Comparison

is inherently present in a description,

For an amendment of a specification,

etc. as filed, that is, the art is logically

etc.,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acknowledged by a person skilled in

new matters are added base on a

the art as if it were written in a

specification or drawings originally

description, etc. as filed.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o In some cases, a certain matter is

With regard to the scope of an

considered inherently present to a

amendment made to an international

person skilled in the art with help of

patent application, "the features

other plural written matters in a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or the

description, etc. as filed (For example,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embodiments and problems to be solved

application" reads "the features

of an invention, a description and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the drawing(s) (only the textual matte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I

therein) of the international patent

Chapter 1. Section 3.)

application submitted on the

o It is prohibited to make an

international filing date and in the

amendment whereby inventions, of

translated version or the features

which patentability has been

disclosed in the drawing(s) (except in

determined in a notice of reasons for

the textual matter of the drawing(s)) of

refusal, among claimed inventions prior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to the amendment, and inventions

(Revised Patent Act Article 208(3))

amended after the notice of reasons for

A substantial examination is made

refusal is given do not meet the

based on a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for unity of invention

stipulation of Article 201(4) and (6) of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same or

the Patent Act so that an examine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

determines whether new matters ar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I

added based on the description on the

Chapter 2. Section 3.)

translation.

o The amendment of the scope of

(4) Criterion of Determination: Within

claims after the final notice of reasons

the range of description

for refusal shall be limited to those for

For whether an amendment to a

the following purposes;

specification or drawings leads to

(i) the deletion of a claim or claims as

addition of new matters, it shall be

provided in Article 36(5);

determined by considering whether the

(ii) restriction of the scope of claims

description (object of determination) in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the amended specification or the

restriction is to restrict matters

amended drawings are within the

required to identify the invention

range of the description (object of

stated in a claim or claims under

comparison) described in the original

Article 36(5), and the industrial

specification, etc.

applicability and the problem to be

Herein, the expressions, within the

solved of the invention stated in the

description, do not mean complete

said claim or claims prio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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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moving subject-matter which, under Art. 52 to Art. 57,

(Fed. Cir. 1984). A new matter amendment of the drawings is

is excluded from patentability for non-technical reasons. For

ordinarily not entered.

example, the insertion of "non-human" in order to satisfy the

o For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21, 2004, a

requirements of Art. 53(a) is allowable.

preliminary amendment that is present on the filing date of

(*) An anticipation is accidental if it is so unrelated to and

the application is part of the original disclosure of the

remote from the claimed invention that the person skilled in

application. For applications filed before September 21, 2004,

the art would never have taken it into consideration when

a preliminary amendment that is present on the filing date of

making the invention. An accidental disclosure has nothing to

the application is part of the original disclosure of the

do with the teaching of the claimed invention, since it is not

application if the preliminary amendment was referred to in

relevant for examining inventive step.

the first executed oath or declaration under 37 CFR 1.63 filed

For example, this is the case when the same compounds serve

in the application. See MPEP 714.01(e), 602 and 608.04(b).

as starting materials in entirely different reactions yielding

o Where the new matter is confined to amendments to the

different end products. A prior art, the teaching of which

specification, review of the examiner's requirement for

leads away from the invention, however, does not constitute

cancellation is by way of petition. But where the alleged new

an accidental anticipation; the fact that the novelty destroying

matter is introduced into or affects the claims, thus

disclosure is a comparative example is also insufficient for

necessitating a rejection under 35 U.S.C. 112, first paragraph,

achieving the status of “ccidental” However, an undisclosed

the question becomes an appealable one, and should not be

disclaimer is not allowable if:

considered on petition even though that new matter has been

(i) it is made in order to exclude nonworking embodiments or

introduced into the specification also. See MPEP 608.04(c).

remedy insufficient disclosure; (ii) it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An undisclosed disclaimer is, in particular, not allowable in
the following situations:
(i) the limitation is relevant for assessing inventive step;
(ii) the disclaimer, which would otherwise be allowable on the
basis of a conflicting application alone (Art. 54(3)), renders
the invention novel or inventive over a separate prior art
document under Art. 54(2), which is a not accidental
anticipa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iii) the disclaimer based on a conflicting application removes
also a deficiency under Art. 83;
A disclaimer should remove no more than is necessary either
to restore novelty or to disclaim subject-matter excluded from
patentability for non-technical reasons. A claim containing a
disclaimer must meet the clarity and conciseness requirements
of Art.
84. In the interest of the patent's transparency, the excluded
prior art should be indicated in the d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Rule 42(1)(b)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rior art and
the disclaimer should be shown o Unless having been invited
to do so in order to meet formal requirements, the applicant
is not allowed to amend the description, the claims or the
drawings before receiving the search report (Rule 137(1)).
However, the applicant may amend the application, of his
own volition, after receiving the search report and before
receipt of the first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After receipt of the latter, the applicant may amend
once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any drawing, provided
this is done at the same time as the repl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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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in appearance within the range

amendment are identical with those

of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or

after the amendment);

the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iii) the correction of errors; and

patent application but they may further

(iv) the clarification of an ambiguous

mean the range that a person with

statement (limited to the matters

ordinary skill in the art considers it as

stated in the reasons for refusal in the

obvious matters based on the original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specification, etc.

(Article 17-2 (5) of the Patent Act)

Specific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New matters are Added
A first-to-file that becomes a basis in
claiming priority does not correspond to
a specification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so that
it cannot be used as a basis to
determine whether new matters are
added.
An abstract does not correspond to a
specification or drawings so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that becomes a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new
matters are added.
When an amendment to complete an
incomplete invention is made, the
amendment is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When correcting incorrect description
or clarifying unclear description, an
amendment to the extent that it is
considered to be within the range of
the description described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is not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When it is obvious to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which one of
two or more descriptions that are
inconsistent in a specification and
drawings is correct based on the
description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an amendment to make them
consistent using correct description is
not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When the matters to amend the
detailed description based on the
description in the drawings or the
claims are obvious to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
amendment is not considered to add

EUROPEAN PATENT OFFICE
communication. No further amendment may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amining Division, which means that
amendments are still allowed at this stage especially if they
are in response to objections raised and necessary to overcome
the latter or if they are not too extensive (Guidelines C-VI,
4.7 and 4.8).
o No substantive amendment is acceptable, once the applicant
has given his consent to the text proposed for grant by the
Examining Division, unless the latter becomes aware of facts
or documents causing it of its own volition to resume the
proceedings because of those circumstances such as to render
non-patentable some subject-matter claimed (Guidelines C-VI,
4.10).
Reopening examination is no longer possible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atent has been disp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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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atters.
When it is not clarified whether an
object of an invention related to
medical practice is a human or an
animal, an amendment to limit the
invention for deleting a portion
corresponding to a human when it is
obvious that the invention is not
subject to only a specific animal is not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e.g.) when amending "a method for
treating mammals" to read "a method
for treating mammals other than a
human" or "a method for treating
livestock".
When the amended matters are not
obvious from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as the range of numerical value
limitation is changed, the constituents
of the invention arechanged to
superordinate concept or subordinate
concept, the drawings are amended,
embodiments are added, and the object
of the invention or the acting effects
thereof are added or changed, etc., the
amendments are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However, an amendment to add
document names of prior arts into the
specification is not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However, an amendment
based on the matters included in the
prior arts or an amendment to add
matters that are described only in the
documents despite being originally cited
but not described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is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if the amended matters cannot
be obviously derived from the
description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etc.
(Examination Guidelines p.422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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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en new matters are added in an

o When written opinion or amendment

amendment made during a voluntary

is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first

amendment period or within a due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the

date for submitting an argument

examiner should examine as follows;

against a first Notice of Reason for

(1) Examination of the content of a

Rejection, a reason for rejection shall

written opinion, amendment etc.

be issued according to Article 62(5) of

The examiner should examine the

the Patent Act, and when the reason

content of a written opinion,

for rejection is not overcome within the

amendment, etc. and judge whether the

prescribed period despite issuing the

previous reasons for refusal was

reason for rejection, a final reason for

resolved or not.

rejection is issued.

In particular, where only a written

When an amendment made within the

opinion was submitted without

due date for submitting an argument

amendment in response to the notice of

against a last reason for rejection is

refusal, the examiner should consider

considered to violate the stipulations of

sufficiently the content of the written

Article 47(2) to (4) of the Patent Act,

opinion and examine whether the

the invention is dismissed according to

reasons for refusal indicated in the

Article 51(1) of the Patent Act to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can be

proceed with an examination, such as

resolved or not.

issuing a final reason for rejection

(2) Handling of amendment

based on the specification before being

Where an amendment was submitted

amended.

in response to the first notice of

(Examination Guidelines

p.4246)
When an applicant submit an

reasons for refusal, the examiner
should accept and examine it based on

amendment while not receiving a copy

the description, scope of claims,

of Patent Allowance after an examiner

drawings etc. as amended.

dispatched the copy of Patent

(3) Handling of written opinions,

Allowance, the amendment is not

reports of experiment results, etc.

admitted (Examination Guidelines

Written opinions and reports of

p.4222)

experiment results submitted in

An examiner may request an applicant

response to the notice of reasons for

or an opponent to submit necessary

refusal can not substitute for the

documents, such as document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n

samples, etc., if necessary.

the description, but if the applicant

(Examination Guidelines p.1805)

argued and proved thereby that the
matters disclosed in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request are correct and proper, the
examiner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se particular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ＩX
Chapter 2. Section 4.3.2)
o Based on the provision in Article 194
(1) of the Patent Act, the examiner can
request the applicant for submission of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required
for the examin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ＩX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Amendments to the description are never allowed when

o An amendment that is received in the USPTO on or before

they introduce subjectmatter which extends beyond the

the mail date of the first Office action is called preliminary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eld (Article 123 (2)).

amendment (see 37 CFR 1.115). Amendments submitted in

o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relevant prior art is,

response to a non-final Office action is governed by 37 CFR

however, not normally objected to (Guidelines C-VI, 5.3) and

1.111. Amendment submitted after final rejection is governed

may be necessary to comply with Rule 42(1)(b); see (4) below.

by 37 CFR 1.116 and will not be entered unless approved for

o The amendment may also be permitted if, in the context of

entry by the examiner.

the invention, a particular feature would appear so well

Amendments to the specification, claims and drawings that

known to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that its introduction

have been entered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record

could be regarded as an obvious clarification (Guidelines C-VI

and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disclosure of the

5.3.3).

application to be published upon allowance of the application.

o Amendment by the introduction of further examples or

When the Office publishes the patent application under 35

further statements of advantage is not allowed (Guidelines

U.S.C. 122(b), the Office may include preliminary amendments

C-VI, 5.3.4).

in the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See MPEP 714.01(e) and

Such information can, however,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1121.

the examiner when assessing inventive step or whether the

o All other papers submitted by the applicant during the

invention can be applied over the whole field claimed

prosecution of the application are considered to be file

(Guidelines C-VI, 5.3.5).

wrapper documents.

Information of this kind is added to the part of the file which

These documents include for example, affidavits or

is open to public inspection, its presence in the file being

declarations filed under 37 CFR 1.131, affidavits or

mentioned on the cover page of the printed patent

declarations filed under 37 CFR 1.132, exhibits accompanying

specification (Guidelines C-VI, 5.3.6).

the affidavit or declaration and any remarks accompanying
the amendments to the specification, claims and drawings.
o File wrapper documents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record and are available to the public when the application is
published/issued. However, these documents are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disclosure of application and will not be
published in the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or the printed
patent upon allowance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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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ection 5.)

(3) Oaths/declarations to overcome
rejections

o There is no provisions on oath or
declaration in the Patent Act

o The Japanese Patent Act does not
provide a legal basis on oaths or
declarations.

(4) Disclosure requirements for prior
art documents

o The conventional techniques that are

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sidered to be useful in

invention shall provide the source of

comprehension of the invention, and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prior

invention(s) known to the public

arts, are described and the applicant

through publication such as the name

describes also document information of

of the publication and others where the

the conventional techniques, if aware.

person requesting the grant of a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p.4110-3)

has knowledge of any invention(s)

However, an amendment to add only
the document names of the prior arts

related to the said invention, that has
been known to the public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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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orn statements in writing are admitted as means of

o Applicant may file an affidavit or declaration under 37 CFR

giving evidence (Article 117 (1) (g)) and can be used to rebut

1.131 to antedate a reference or activity that qualifies as

allegations (Guidelines C-VI, 13.3 ). They can however, be

prior art under 35 U.S.C. 102(a) or a reference that qualifies

dispensed with, as facts adduced by a party will normally be

as prior art under 35 U.S.C. 102(e) by establishing invention

deemed true if it is clear that no doubts exist concerning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rejected claim prior to the

them or if facts do not contradict one another (Guidelines

effective date of the reference or activity on which the

E-IV, 1.2). Therefore such statements are seldom used in

rejection is based. See MPEP 715.

pre-grant proceedings. More often they are submitted in

Applicant may file an affidavit or declaration under 37 CFR

opposition proceedings in order to prove allegations contested

1.132 to traverse grounds of rejection and objection. See

by the other party.

MPEP 716+.
When any claim of an application is rejected under 35 U.S.C.
103(a) on a U.S. patent or U.S.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which is not prior art under 35 U.S.C. 102(b), and the
invention defined by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and by the
claims in the patent or published application are not identical
but are not patentably distinct, and the inventions are owned
by the same party, the applicant may file an affidavit or
declaration under 37 CFR 1.130 to disqualify the patent or
published application as prior art. See MPEP 718.
o All affidavits or declarations must be timely presented to be
admitted. All admitted affidavits or declarations will be
considered and commented upon by the examiner in the next
office action. Affidavits or declarations should be scrutinized
closely by the examiner and the facts presented weighed with
care.
The question of sufficiency of affidavits or declar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decided by a primary examiner.
o Affidavits or declarations are considered to be file wrapper
documents and do become part of the permanent record when
the application is issued. However, these documents are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disclosure of the application and
will not be published in the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or
the printed patent upon allowance of the application.

o The description should mention any background art of

o In order to overcome the prior art rejections, applicant may

which the applicant is aware and which can be regarded as

attack the operability, utility and enablement of the prior art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inven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ocuments by way of affidavits or declarations filed under 37

the prior art (Rule 42(1)(b) 27 (1) (c)).

CFR 1.132. The affidavits or declarations must set forth facts,

o Identification of documents reflecting such art, especially

not merely conclusions and the facts presented must be

patent documents, should preferably be included. Insertion

pertinent to the rejection, otherwise, the affidavits or

into the statement of prior art of references to documents

declarations have no probative value. See MPEP 716.07.

identified subsequently, for example in the search report, is

o Every patent is presumed valid (35 U.S.C. 282) and that

required, where necessary, to put the invention into its proper

presumption includes the presumption of novelty,

perspective (Guidelines C-II, 4.3).

nonobviousness and utility. A prior art reference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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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considered to add new matters.

publication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Examination Guidelines p.6142)

patent application. (Article 36(4)(ii) of
the Patent Act)
o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on
prior art documents to be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e filing, it is
desirable to describe the effect with
reasons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For example, when the
prior art that an applicant knows is
not the one relating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a publication, the effect
should be describ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Ｉ
Chapter 3. Section 3.2 (3))

(5) Disclosure requirements for priority
documents

o Although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o For say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by adding an invention not described in

of the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in

a first-to-file into a domestic priority

Japan is disclosed by the whole

claim application and a priority claim

application documents of the first

application under treaty and describing

application, the claimed invention

it in a subsequently filed application,

of the application in Japan understood

the priority claim is considered to be

by consideration of the whole

proper. However, the matters to

description of the application documents

determine the filing requirements are

of the application in Japan shall be

not retroacted only for the invention

within the scope of the matters

added in the subsequently filed

disclosed in the whole filing documents

application.

of the first application.

When there is prior techniques only in

o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the subsequently filed application

claimed invention of the application in

between the first-to-file and the

Japan is within the scope of the

subsequently filed application after

matters disclosed in the whole

conducting a search on the prior arts,

filing documents of the first application

the reasons why the matters to

or not, depending on the examples of

determine the filing requirements

new matters.

cannot be retroacted for the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ＩV

are informed to an application together

Chapter 1. Section 4.1)

with the reason the rejection.
(Examination Guidelines p.4308)

(6) Disclosure requirements for internal
priority documents

o A person who wishes to claim

o It cannot be said that the claimed

priority may claim priority based on

invention of the later application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ing priority is disclosed in the

first-to-file. At this time, the invention

description etc. originally attached to

described in the first-to-file is the

the request of the earlier application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Lists of several reference documents relating to the same

enabling in order to anticipate applicant's invention.

feature or aspect of the prior art are not required; only the

Affidavits or declarations attacking the enablement of the

most appropriate one should be referred to. The examiner,

prior art documents will be reviewed and considered by the

however, does not require the excision of such unnecessary

primary examiner.

matter, except when it is very extensive (Guidelines C-II, 4.4).
o The prior art should not be referred to in a manner likely
to mislead. The impression should not be given that the prior
art had solved less of the problem than was actually the case
(Guidelines C-II, 4.5).

o If the priority of an earlier application is claimed, the

o An applicant's foreign application must contain a disclosure

request for grant must contain a declaration to this effect

of the invention adequat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35

(Rule 41(2)(g)). It is not required, however, to refer to priority

U.S.C. 112, first paragraph if the later filed U.S. application

in the description.

claiming that invention is to be accorded benefit of the filing

o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claim rights of priority

date of the foreign application under 35 U.S.C 119(a).

based on more than one earlier application (Article 88(2) and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n the foreign application must

(3) ).

be sufficient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make

It is, however, not permitted to mosaic priority documents. An

and use the invention and must disclose the best mode.

exception may arise where one priority document refers to the

See Kawai et al v. Metlesics et al, and Taylor v.Brackman,

other (Guidelines C-V, 1.5).

supra, and Section 2.(3)(vi)(c).

o If certain elements of the invention for which priority i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xaminer to determine whether

claimed do not appear among the claims formulated in the

disclosure in the foreign application complies with the

previous application, they are nonetheless covered by the right

requirements of 35 U.S.C. 112, first paragraph and to

of priority, provided that the documents of the priority

determine whether applicant is entitled to the right of

application as a whole disclose such elements (Article 88 (4)

priority.

and Guidelines C-V, 2.2 to 2.4). The basic test to determine
whether a claim is entitled to priority is the same as the test
of whether an amendment to an applica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Article 123 (2) ("Novelty test", Guidelines C-V,
2.2 ).

o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internal

o One of the provisions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priority in the EPC.

Act (URAA - effective date of June 8, 1995) is the

Article 87 EPC applies equally to earlier European and

establishment of a domestic priority system. The Act provides

international applications (Guidelines C-V, 1.3). Formal and

a mechanism to enable domestic applicants to quickly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therefore the same as for other

inexpensively file provisional applications. See 35 U.S.C. 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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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 described in a specification or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of the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a

later application, which is understood

patent application of the first-to-file so

by considering what is disclosed in the

that although the invention is an

description etc. of the later application,

invention described in the detailed

is within the scope of matters disclosed

description or drawings of the

in the description etc. originally

specification rather than in the claims,

attached to the request of the earlier

it may be the basis of the priority

application.

claim.

o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claimed

Moreover, it shall be noted in

invention of the later application is

examination that although an invention

within the scope of matters disclosed in

not described in the first-to-file is

the description etc. originally attached

described in the subsequently filed

to the request of the earlier application

application, the invention is not

or not, depending on the examples of

examined by considering that the

new matters.

priority claim thereof is improper but

(Examination Guidelines Part ＩV

is examined by considering a filing

Chapter 2. Section 4.1)

date at the time of determining the
filing requirements for the added
invention as an actual filing date.
(Examination Guidelines p.4436)

(7) Determination of invention based on

o When stating patent claim(s), the

o The scope of claims shall state a

disclosure - Does applicant or the

applicant shall state all the factors

claim or claims and state for each

examiner make the determination?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to specify

claim all matters necessary to specify

the invention, such as the structure,

the invention for which the applicant

method, functions, materials, or a

requests the grant of a patent. In such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for the

case, an invention specified by a

purpose of clarifying which matters are

statement in one claim may be the

subject to protection. (Patent Act

same invention specified by a

Article 42(6))

statement in another claim. (Article 36

Article 42(4) of the Patent Act

(5) of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the claim(s) must

o Since it is the applicant who

describe the matter for which

determines for what invention to seek

protection is sought in one or more

a patent, this Article sets forth that

claims, wherein the matters described

the applicant shall state in the claim

as the claims in the claims are matters

all matters the applicant himself/herself

selected and described by an applicant

deems necessary to define the invention

according to his/her own intention as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the matters for which protection ar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sought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1. Section 2.1 (1))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 Even though there is inconsistency

described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between an invention found in a claim

manner of the claims of Article 42(4)

and an invention described in the

and (8) of the Patent Act.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the

Therefore, the grasp of the invention to

finding and examination of an

be patented shall be made based on

invention should not be made sol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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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documents, i.e. national filings.

The filing date of a provisional application is the date on

o The EPC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according to which

which a specification complying with 35 U.S.C. 112, first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s deemed to be abandoned as

paragraph and any drawings required by 35 U.S.C. 113 are

soon as it is used to claim priority for a new European

filed. No claims are required and no oath or declaration is

patent application, designating at least one identical

required. A provisional application is not examined and will

Contracting State. The applicant is, however, not allowed to

automatically be abandoned 12 months from its filing date

claim in both applications the same invention (Guidelines

and will not be subject to revival thereafter. A provisional

C-IV, 7.4).

application is a regular national filing that starts the Paris
Convention priority year.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be
filed within 12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claiming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under 35 U.S.C. 119(e). The written
description and drawings (if any)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must adequately support and enable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in the later-filed nonprovisional application. If a claim
in the nonprovisional application is not adequately supported
by the written description and drawings (if any)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that claim in the nonprovisional
application is NOT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See MPEP 201.11, subsection I.A.

o An independent claim should specify clearly all of the

o According to USPTO practice, the invention at issue in a

essential features needed to define the invention (Guidelines

given patent application is that defined by the scope of the

C-III, 3.4 ).

claims. The scope of this invention is not necessarily

o In addition, claims must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measured by the scope of the disclosure. Thus, the claimed

(Article 84). There must be a basis in the description for the

invention may be broader or narrower than a specifically

subjectmatter of every claim and the scope of the claims must

disclosed embodiment.

not be broader than is justified by the extent of the

o By virtue of the fact that it is the applicant who presents

description and drawings (Guideline C-III, 6).

claims to be examined,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applicant

o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description and the claims

who, at the least, begin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hould be avoided (Guidelines C-III, 4.3). For example, if the

invention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tection. This process,

description leads the reader to believe that a feature, not

begun by the applicant, is continued throughout the pendency

contained in an independent claim, is essential to the

of an application and is completed upon the grant of a

performance of the invention, then this feature must be

patent. During the pendency of an application, the process of

brought into that claim or shown not to be essential.

determining the scope of an invention is an objective one.

o The drafting of the application is the applicant's

The initially presented claims are measured against the

responsibility (Guidelines C-II, 4.10). Thus the applicant

pertinent prior art and the scope of the enabling disclosure.

makes the determination of the invention. However, if the

The claims must also satisfy the definiteness requirements of

claim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esentation made by the

35 U.S.C. 112, second paragraph, as discussed in Section 3,

applicant in the description, the examiner has to raise an

above.

objection under Article 84. The Guidelines (C-III, 3.2) provide

o While the USPTO examiner may apply prior art in rejecting

that the examiner should not allow unnecessary proliferation

claims for lack of novelty or inventive step or may reject

of claims but should not adopt an over-academic or rigid

claims because they are broader than the enabling disclosure,

approach to the presence of a number of claims which are

often leading to a narrowing of the scope of the claims, it

differently worded but apparently of similar effect. Special

must be noted that these rejections may be successfully

cases where two or more independent claims of, the same

rebutted by the applicant without narrowing th claim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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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s described in each claim,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in the

respecting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selected by the applicant according to

disregarding the statements of the

his/her own intention, and although the

claim.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invention may be grasped in

Chapter 2.(Novelty and Inventive Step)

consideration of the description in the

Section 1.5.1 (4))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when the descriptive
manner of the claims is unclear or the
meanings/contents of the technical
terms are unclear, the invention shall
not be grasped from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being
beyond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Examination Guidelines p.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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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re appropriate are dealt with in the Guidelines

never the function of the examiner to determine what the

C-III 3.3.

invention i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tection by reference

o In addition, if documents have been found which are so

to the examiner's perception of the invention from his/her

relevant as to render the presentation of the invention no

reading of the disclosure. That is, the USPTO examiner may

longer appropriate the examiner may indicate to the applicant

not conclude, from a review of the disclosure, that certain

that the problem to be solved is not correctly defined and

features of an invention are "indispensable" or "essential" and

require him to amend the description and the claims

then require that the these features be added to the claims.

accordingly (Rule 71(1), Guidelines C-VI, 3.7).
o Thus the applicant makes the determination of the
invention, but the examiner may influence, by his objections,
this determination.
o It is the applicant who presents the Claims to be examined.
The examiner decides whether or not the Claims as suggested
satisfy the various conditions of patentability. In so doing, the
examiner may suggest amended claims in order to overcome
the objection made.
o The EPO examiner determines whether all essential
features are in the independent claim.
o On this point the EPO offers the following as clarification.
o The term "essential feature(s)" does not mean "all those
features described" nor does it necessarily mean the specific
example of a particular feature. The features of any Claim
may be set out as broadly as is justifiable from the disclosure
without bringing it into conflict with the prior art.
Nevertheless. all the essential features need to be present in
an independent Claim (Guidelines C-III, 4.3 (ii) and 4.4)
o The EPO examiner must take the description into account
in a reading of the Claims if only to assess support of the
latter by the former. In so doing, he or she may be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laimed apparatus or method would
not work or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application because a
component of the apparatus or step in the method is not set
out in the independent Claim or Claims. The may raise an
objection that such a Claim lacks an essential feature. It
should be emphasised here that applicants can (and do) argue
that an examiner is mistaken in his or her view that a
certain feature is essential. However, the EPC is interpreted
as allowing a final rejection if examiner and applicant
maintain opposed views in this respect. The ground of final
rejection would be lack of the clarity in the Claims resulting
from an apparent inconsistency between Claims and
description, or lack of support in the description if the result
expected from the working of the invention as claimed is not
achieved.
o In trying to remove the inconsistency between an
independent Claims which lacks an essential feature and the
description which shows the necessity of the feature, an
applicant may propose deleting the feature from the
description. This is regarded as an impermissible extension of

ITEM and SUBITEM

(8) Prohibited matters or inad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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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en arbitrarily added matters or

o If there are expressions where

elements (e.g. superfluous elements,

selective matters are described using

optionally added items or selective

reference to the spirit or essence of

literal phrases, such as "according to

items are described along with such

the invention, violation of public

desire", "according to necessity", "in

words as “hen desired,”“f

order, morality or public health,

particular", "for example", "and/or", etc.,

necessary,”etc., or expressions including

trademarks)

the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such words as “specially,”“or

be clearly and concisely. (Examination

example,”“tc.,”Š “esirably,”and “uitably.”

Guidelines p.4129)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 Superfluous elements

However,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description of the claims is not clear.

meanings thereof are clearly supported

o Such expressions would leave unclear

by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he condition on which of the optionally

invention and there is no problem in

added or selective items are chosen,

specifying the invention despite using

thus allow the claim statements to be

such expressions, they may be allowed.

interpreted in many ways.

(Examination Guidelines p.4129)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1. Section 2.2.2.1 (5) ∙∙)

- Reference to the spirit or essence of

o No comments.

o No comment

o Notwithstanding Article 29(1) to (2),

o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provides

an invention likely to contravene public

that inventions liable to contravene

order or morality or to injure public

public order, morality or public health

health may not be patented.

shall not be patented.

the invention

- Violation of public order, morality or
public health

(Patent

Act Article 3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o The matters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drawings attache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to the request whose publication in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Gazette is, in the view of the

Tribunal may not grant the request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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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beyond that originally filed and
maybe objected to under Article 123 (2).
o Similarly, an applicant may delete an apparently essential
feature from a Claim in the course of examination. Although
Claim broadening by omission of a feature is permissible
when there is a basis for this in the original application, such
broadening is not allowable when the feature is held to be
essential for the performance of the inven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objection is raised under Article 123 (2).

o Superfluous elements are prohibited i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Rule 48(1)(c), Guidelines C-II, 7.4). Matter may
become superfluous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e.g.
limitation of the claims to one of originally several
alternatives).

o General statements in the description which imply that the

o It is well known that an applicant is not required to

extent of protection may be expanded in some vague and not

comprehend the underlying scientific principle or theory upon

precisely defined way are objected to under Article 84 as this

which his/her invention rests and, therefore, need not include

obviously obscures the scope of the claims (Guidelines C-III,

the same in an application.

4.4).

o Such matter is prohibited under Rule 48(1)(a). The kind of

o A rejection under 35 U.S.C. 101 for lack of utility should

matter coming within this category are: incitement to riots or

NOT be based on grounds that the invention is frivolous,

to acts of disorder; incitement to criminal acts; racial,

fraudulent or against public policy. See Juicy Whip Inc. v.

religious or similar discriminatory propaganda; and grossly

Orange Bang Inc., 51 USPQ2d 1700 (Fed. Cir. 1999) ("[Y]ears

obscene matter (Guidelines C-II, 7.2). Such matter must be

ago courts invalidated patents on gambling devices on the

deleted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Rule 48(2)).

ground that they were immoral..., but that is no longer the
law...Congress never intended that the patent laws should
displace the police powers of the States, meaning by that
term those powers by which the health, good order, pe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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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ed to in paragraph (1) if it

liable to contravene public order or

relates to a patent application that has

morality are not published in the

not been registered or laid open for

Patent Gazette.

public inspection, or if it relates to

(Article 32, Article 64 (2) of the Patent

matters liable to contravene public

Act)

order or morality. (Patent Act Article
216(2))

- Trademarks

o Although trademarks are not allowed

o Where a claim includes a statement

in principle to be described in the

to define a product by means of a

specification, the trademarks may be

trademark, such a statement is deemed

exceptionally described in the cases

as making the claimed invention

where the object having a trademark

unclear unless it is clear to a person

can be easily obtained, there is little

skilled in the art that the product had

chance that the contents of the

been maintained a certain quality,

invention are changed due to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etc., at least

changes in the quality of th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of the

trademark or the composition thereof,

filing.

etc., and the object hav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Chapter

trademark can be clearly settled,

1. Section 2.2.2.1 (3))

although the trademark is described.
(Examination Guidelines p.4142)

- Others

o No comments.

o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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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welfare of the community are promoted, we find no
basis in section 101 to hold that inventions can be ruled
unpatentable for lack of utility simply because they have the
capacity to fool some members of the public."). See MPEP
706.03(a).

o If the examiner suspects that a word used in the

o The use of trademarks and names used in trade in

description is a registered trade-mark, at least in certain

permitted in patent applications provided certain conditions

Contracting States, he asks the applicant either to

are satisfied.

acknowledge the word as such or to state that, so far as he

Trademarks should always be capitalized and accompanied by

is aware, the word is not a registered trademark

generic terminology. Names used in trade are permissible in

(Guidelines C-II, 4.18).

applications if their meanings are established by an

o In the claims, use of trade-marks is not allowed unless

accompanying definition or their meanings are well known

their use is unavoidable; they may be allowed exceptionally if

and satisfactorily defined in the literature in the U.S. See

they are generally recognised as having a precise meaning

MPEP 608.01 (v) and Section 2. (3) (iv) (c) above.

(CIII, 4.8).

o Whereas fair comments e.g. in relation to obvious or

o Derogatory remarks concerning the inventions of others,

generally recognised disadvantages, or disadvantages stated to

whether they are remarks concerning the products or

have been found and substantiated by the applicant are

processes of another or statements regarding the merit or

allowed, libellous or similarly disparaging statements are not

validity of the applications or the patents of another, are

(Rule 48(1)(b), Guidelines C-II, 7.37.2.

prohibited. See MPEP 608.01 (r).
o U.S. patents are not granted for any invention or discovery
which is useful solely in the utilization of atomic energy. See
MPEP 706.03 (b). All applications are also screened for
subject matter, the disclosure of which might detrimentally
impact the national security. If disclosure is determined to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Commissioner is
notified and a Secrecy Order is issued to withhold the grant
of a patent for such period as the national interest requires.
See MPE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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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termining inventive step

KOR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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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tent Act Article 29

o Article 29(2) of the Patent Act

o Examination Guidelines Part 2,

o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3 Novelty, Chapter 4 Inventive

Chapter 2. “Novelty and Inventive

Step

Step”

A. Judicial,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criteria or guidelines for determining
inventive step
1. Legislation

2. Guidelines

2.Inventive step(Nonobviousness)

3.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relating to inventive step

o The term “inventive step” is not

o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literally stipulated in the Patent Act

Patent Act Article 29(2) is not to grant

but an invention that can be easily

a patent to such inventions that were

invented by an invention falls under

easily made by a person skilled in the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9(1) of

art, since granting a patent to such

the Patent Act is considered to have an

inventions does not contribute to and

inventive step and an invention that

even hampers the progress of

cannot be easily invented is considered

technology.

to lack an inventive step.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The reasons why Article 29(2) of the

Chapter 2. Section 2.1)

Patent Act does not give patent right
to an invention which lacks an
inventive step are that to give patent
right to a technology which is only
different from the prior art but has no
advancement in view of the technical
acting effects or has insignificant
advancement gives a monopoly to the
technology which is actually the same
as the prior art, such that it does not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Legislation

o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103 (35 U.S.C.

European Patent Convention - EPC - New version (entry into

103) Section 1.104 of Title 37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orce on 13 December 2007) Article 52 (patentable inventions)

(37 CFR 1.104)

Article 56 (definition of inventive step) Article 54 (definition of
novelty) Article 89 (effect of priority right) (See also Rule 65.1
PCT - Inventive Step or nonobviousness: approach to prior
art)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as

o MPEP

published on December 2007).

Sections 706.02(j) to 706.02(n), 2106 to 2107, 2141 to 2146,

o Guidelines for the Search * B-VI, 1-6 (the state of the art)

and 2163 of th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o Guidelines for Substantive Examination * C-IV, 6 (state of

(MPEP).

the art) * C-IV, 9 (test for novelty) * C-IV, 11 (inventive step)
* C-IV-Annex (indicators for inventive step) * C-V, (priority)
o Guidelines for Opposition Procedure) * D-V, 3.1 - 3.3 (state
of the art) NB.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is a matter of
case-by-case analysis. Therefore, no case law has been cited
below. In this respect, the EPO would like to refer to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Guidelines, which explicitly cite the
case law to be taken into account in patent prosecution, and
to the EPO publication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5th edition 2006.
Both publications are available for download on the Internet
site of the EPO.

o As regards the purpose of the notion of inventive step, it

o The general purpose behind the requirement of inventive

was considered improper that applicants whose alleged

step or nonobviousness is to limit patent rights to those

inventions, albeit new, presented only technical solutions

innovations that in fact serve to advance the state of the

which would have been obvious to any person skilled in the

useful arts.

art, should acquire a monopoly right on "inventions" which do
not go beyond the normal development in the relevant
technical field.
o Guided by these considerations and owing to the fact that
European patents are now granted for an ever growing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the EPO has decided to apply
a standard of inventive step based on a realistic,
well-balanced approach, i.e., not too high, so as not to deny
protection to 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known art and not
too low so as to ensure a high presumption of validity of
European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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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original purport of the patent
system to give a monopoly for
publishing a new technology but also it
limits the carrying out of the
technology by a third party due to such
a patent right, on the contrary, being
against the purport of the patent
system to be contributed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Examination

Guidelines p.2403)

B. Claim interpretation criteria

o When stating patent claim(s), the

o The scope of claims shall state a

applicant shall state all the factors

claim or claims and state for each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to specify

claim all matters necessary to specify

the invention, such as the structure,

the invention for hich the applicant

method, functions, materials, or a

requests the grant of a patent. In such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for the

case, an invention specified by a

purpose of clarifying which matters are

statement in one claim may be the

subject to protection. (Patent Act

same invention specified by a

Article 42(6))

statement in another claim.

o Specifying Invention described in

(Article 36(5) of the Patent Act)

Claims

o The determining of a claimed

(1) When the descriptive manner of the

inven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claims is clear, the invention is

of the statements of the claim. Matters

specified as it is described in the

stated in the claim defining the

claims.

claimed invention should be construed

(2) When the meanings/contents of the

in the light of the description in the

terms described in the claims are

specification, the drawings and the

unclear, the invention is specified in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filing.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The method of determining a claimed

thereof.

invention is as follows.

(3) When the invention cannot be

(1) When the claim statements are

specified since the meanings/contents of

clear, the determining of the claimed

the terms described in the claims are

invention should be made just as

unclear although being construed in

stated in the claim. Terms or language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in such a claim should be construed as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what they normally mean.

thereof, a reason for rejection is issued

(2) Even though the claim statements

stating an inadequate descriptive

are clear, however, when terms or

manner of the specification, etc.,

language used in the claim are defined

without performing an examination on

or explained in the specification or the

novelty. (Examination Guidelines

drawings, the definition or explanation

p.2317)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terms
or language are construed.
(3) If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clear, even by referring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The claim(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ust define

o The U.S. practice is for the examiner to evaluate each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terms of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 on the basis of: statutory

technical features of the invention (Article 84 1st sentence,

subject matter (35 U.S.C. 101); if the claim complies with the

Rule 43 (1) EPC).

requirements of 35 U.S.C. 112, 1st paragraph (written

o The claims must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description, enablement); if the claim particularly points out

the description (Article 84, 2nd sentence EPC),

and distinctly claims the subject matter applicant regards as

o Form and content of the claims are further defined in Rule

his invention (35 U.S.C. 112, 2nd paragraph); is novel and

43 EPC.

the applicant has not lost his right to a patent (35 U.S.C.

o The terms of the claims determine the extent of the

102); and, is nonobvious subject matter (35 U.S.C. 103).

protection conferred by a European patent or patent

o Once the examiner has determined that the claim

application,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being used to

encompasses statutory subject matter, the examiner proceeds

interpret the claims (Article 69 (1) EPC).

to evaluate the claim in regard to prior art and to determine

o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for that purpose, the

whether the claim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35

following more general rules apply (for details see Guidelines

U.S.C. 112.

C—III, 4 on clarity and interpretation of claims):

o The examiner may reject the claim as being vague and

* The claims should be read with an attempt to make

indefinite, incomplete, or prolix. See MPEP 2173.05(a) to (v).

technical sense out of them. Such a reading may involve a
departure from the strict literal meaning of the wording of
the claims.
* Each claim should be read giving the words the meaning
and scope which they normally have in the relevant art,
unless in particular cases the description gives the words a
special meaning, by explicit definition or otherwise.
o Any independent claim must clearly specify all the essential
features needed to define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i.e. all features which are necessary to obtain the desired
result or, expressed differently, which are necessary to solve
the technical problem underlying the invention as claimed.
o It is therefore the subject—matter of the claim so defined
and considered as a whole which embodies the invention and
forms the basis for assessing the inventive step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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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the
drawings and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s of the filing, the
determining of the 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conducted.
(4) Even though there is inconsistency
between an invention found in the
claim and an invention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the
determining and examination of an
invention should not be made solely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disregarding the statements of the
claim.
Even though they ar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r the drawings, matters,
not stated in the claim, should not be
treated as they do exist in the claim
when the determining of the claimed
invention should be made. On the
other hand, matters stated in the claim
should be always considered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they do not exist in
the claim.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1.Novelty” Section 1.5.1)

1. Application of prior art to a claim

o When stating patent claim(s), the

o The scope of claims shall state a

with a preamble stating features

applicant shall state all the factors

claim or claims and state for each

necessary for definition of claimed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to specify

claim all matters necessary to specify

subject matter followed by a

the invention, such as the structure,

the invention for which the applicant

characterizing portion stating those

method, functions, materials, or a

requests the grant of a patent. In such

technical features to be protected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for the

case, an invention specified by a

purpose of clarifying which matters are

statement in one claim may be the

subject to protection. (Patent Act

same invention specified by a

Article 42(6))

statement in another claim.
(Article 36(5)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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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ule 43 (1) (a) and (b) EPC defines the two—part form

o When the examiner evaluates an independent claim for

which a claim should adopt " wherever appropriate".

patentability, he/she must: determine if the preamble is a

o The first part should contain a statement indicating "the

1imitation on the claim

designation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i.e. the

*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preamble recitations are

general technical category of apparatus, process etc.) to which

structural limitations or mere statements of purpose or use

the invention relates, followed by a statement of "those

can be resolved only on review of the entirely of the record to

technical featur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gain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inventors actually invented

the claimed subject—matter but which, in combination, are

and intended to encompass by the claim. If the body of a

part of the prior art". This statement of prior art features

claim fully and intrinsically sets forth all of the limitations of

applies only to independent claims and not to dependent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eamble merely states, for

claims.

example, the purpose or intended use of the invention, rather

o The second part or "characterizing portion" should state the

than any distinct definition of any of the claimed invention’s

technical features for which, in combination with the features

limitations, then the preamble is not considered a limitation

stated in the first part of the claim, protection is sought, i.e.

and is of no significance to claim construction.

the features on which the contribution to the art is based.

o The Jepson claim format is permitted in the regulations, 37

o As indicated by Rule 43 EPC, the two—part formulation

CFR 1.75(e), which states that ”[w]here the nature of the case

need be used only in appropriate cases. Generally speaking, a

admits, as in the case of an improvement , any independent

claim in two—part form must be regarded as appropriate if

claim should contain in the following order: (1) A preamble

there exists a clearly defined state of the art from which the

comprising a general description of all the elements or steps

ITEM and SUBITEM

2. Determination of claimed scope and
content

KOREAN PATENT OFFICE

o When the descriptive manner of the
claims is clear, the invention is
specified as it is described in the
claims.
o When the meanings/contents of the
terms described in the claims are
unclear, the invention is specifi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r the drawings

JAPAN PATENT OFFICE

o See I. B.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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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ed subject—matter distinguishes itself by further

of the claimed combination which are conventional or known;

technical features.

(2) A phrase such as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

o However, the nature of the invention may be such that this

and (3) Those elements, steps and/or relationships which

form of claim is unsuitable, e.g. because it would give a

constitute that portion of the claimed combination which the

distorted or misleading picture of the invention or the prior

applicant considers as the new or improved portion. The

art (Guidelines C—III, 2.3 with examples), or where a

regulation is intended only as a strong recommendation, not

one—part claim would define the subject—matter claimed

as a mandatory requirement.

clearly and concisely by avoiding inappropriate and complex

o With a claim written in Jepson format, the preamble is

formulations.

considered to positively and clearly include all the elements or

o If the indication of the prior art in the description allows

steps recited therein a part of the claimed combination.

the reader to see clearly which features of the claimed subject

o The examiner may use the preamble of a Jepson type claim

matter are, in combination, part of the prior art, the

as the basis for a rejection stating the preamble is impliedly

two—part form will not be insisted upon by the examiner

admitted as prior art.

(Guidelines C—III, 2.3.2),

o The implication, however, may be overcome by the inventor

o The fact that the two—part form is not mandatory implies

showing that the 1imitations contained in the preamble are

that the examiner is not legally bound to distinguish between

the inventor’s own invention and the inventor has not 1ost

state of the art and features added to it strictly according to

the rights to the invention under 35 U.S.C. 102 (b), (c) or (d).

the wording of the claims. Nor is the two—part formulation of
a claim to be regarded as a binding statement of the
applicant as to which features are prior art and which are
the features characterising the invention.
o It is the subject—matter of the claim as a whole which
embodies the invention and forms the basis for the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o As regards the importance of the form of claim for
assessing inventive step, the following is to be emphasized:
* Whether the claim is in the one-part or two-part form
makes no difference whatsoever to the scope of the claim.
* Nevertheless, where the claim is in the two—part form, the
examiner is entitled to use the prior art acknowledged in the
preamble as a starting point for an obviousness objection,
even if he does not know on which document (or other state
of the art) this acknowledgement is based.
If, however, the applicant states that he has made a mistake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preamble, he may be allowed to
correct it and the obviousness objection will then have to be
reviewed accordingly.

o As already stated above (I.B, General observations), it is

o The examiner reads the claim and determines the scop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s,

the invention based on the technical subject matter defined in

defined by the essential technical features and considered as

the claim. During examination, the words of the claim are

a whole, where necessary a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given the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which embodies the invention and

specification

forms the basis for assessing the inventive step involved.

o The examiner has th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e
wording of the claim is sufficiently definite to reasonably
determine the scope.
o If the claims read in light of specification,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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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of. (Examination Guidelines
p.2317)
o See I.B above

3. Dependent claim interpretation

o For the claims in the claims, claims

o Claims are classified into independent

are classified into an independent

form claims and dependent form

cla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s. Independent form claims are

“independent claim”) and a dependent

those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other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s, while dependent form claims

“dependent claim”) that embodies the

are those which refer to other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preceding claims. The two types of

adding to it.

claims differ only in the form of

o A dependent claim means that

description, and are treated in the

“dependent claim” “embodies an

same manner.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

adding to it”. Herein, the meaning of

Chapter 1. “Description Requirements

“embodying an independent claim by

of the Specification” Section 2.2.4,

limiting or adding to it” is that the

Article 36(6)(iv) of the Patent Act)

invention is embodied by adding the
constituents or limiting superordinate
concept using subordinate concept, and
the meaning of dependent claim is that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in the
claims depend on other claims and
thus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in
the clai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ontents of other claims.
Although adding or limiting
independent claim in view of the
technical contents, a claim shall not be
referred to as a dependent claim if it
does not refer to the independent
claim, and although referring to an
independent claim in formality, a claim
shall not be referred to as a dependent
claim if it does not add or limit the
independent claim (for example, a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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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ise those skilled in the art both of the utilization and
scope of the invention and if the language is as precise as
the subject matter permits, applicant has complied with 35
U.S.C. 112, 2nd paragrap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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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parte
Fressola, 27 USPQ2d 1608, 1609 (Bd. Pat. App. & Inter.
1993).

o In accordance with Rule 43 (3) EPC, any claim stating the

o An applicant may submit a claim in “dependent form”

essential features of an invention, i.e. an independent claim,

referring back to and incorporating by reference a previous

may be followed by one or more claims concerning "particular

claim and adding some additional 1imitation.

embodiments" of that invention, i.e. dependent claims which

o A multiple dependent claim may also be submitted which

necessarily must include also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refers back in the alternative to more than one preceding

invention, hence all the features of at least one independent

independent or dependent claims.

claim.

o Furthermore, a multiple dependent claim may not serve as

o Any claim which includes all the features of any other

a basis for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either directly

claim (in the same category) is termed a "dependent claim"

or indirectly.

(Rule 43 (4)). If the two-part form is used for the independent

o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limitation added in the

claim, dependent claims may relate to further details of

dependent claims be an indispensable feature only that it

features not only of the characterizing portion of the claim

adds an additional limitation or further defines a portion of

but also of the preamble (Guidelines, C-III. 3.6).

the claim upon which it depends.

o It should be noted that a

o Effective November 1, 2007, the rules of practice for the

reference to another claim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examination of claims in an application (37 CFR 1.75) has

claim containing the reference is in fact a dependent one, e.g.

been revised to provide that if the number of independent

a claim referring to a claim of different category is not

claims is greater than 5 or the number of total claims is

treated as a dependent claim but as an independent claim.

greater than 25, the Office will require the applicant to

Other examples are given: in Guidelines C—III, 3.8.

submit an examination support document (ESD) complying

o All dependent claims referring back to a single previous

with 37 CFR 1.265 covering all of the claims in the

claim and those referring back to several previous claims

application. If applicant chooses not to file an ESD, the

must be grouped together to the extent and the most

application must be amended to contain no more than 5

appropriate way possible (Guidelines C-III, 3.5).

independent claims and no more than 25 total claims. [Note:

o As regards the treatment of true dependent claims in the

In view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sued by the U.S.

examination for inventive step, it should be noted that, in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A on Oct. 31,

general, when the corresponding independent claim is

2007, the changes to the rules of practice in the claims and

allowable, the examiner will not concern himself unduly with

continuation final rules did not go into effect on Nov. 1,

the subject—matter of dependent claims, provided he is

2007.]

satisfied that they are truly dependent and thus in no way
exte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vention defined in the
corresponding independent claim (Guidelines C—III, 3.5). If an
independent claim is new and non—obvious, there is no need
to investigate whether any claim dependent thereon inv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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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hat substitutes the constituent
of A with B in claim O).
o A dependent claim includes all the
characteristics of claim referred to as
the claim described by referring to an
independent claim or other dependent
claims, embodying the technical matters
in the referred claims by limiting or
adding to them.
o Article 5(1)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stipulates that “A
claim that embodies an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adding to it may
be described in a dependent claim
form.” This stipulation does not mean
that claims that embody an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adding to it shall always be described
in a referred claim form so that the
claims that embody an independent
claim by limiting or adding to it may
also be described in an independent
claim form.
o When an inventive step of an
independent claim is admitted, an
inventive step of a dependent claim
depending on the independent claim is
also admitted. However, when an
inventive step of an independent claim
is not admitted, an inventive step of a
dependent claim depending on the
independent claim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Examination Guidelines

p.4132-4134, 2416,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5)

C. Basic approach applied in assessing

o The determination on an inventive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inventive step e.g. test for

step is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non-obviousness, avoidance of ex

an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post facto reasoning, and considering

can be easily invented by a perso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what the skilled man would have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y an

easily arrived at the claimed invention

done starting from a given problem

i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ased on cited inventions can be made

cited invention) stipulated in each

by constantly considering what a

paragraph of Article 29(1) of the Patent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do after

Act. When the invention described in

precisely comprehending the state of

the claims can be easily invented by a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the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present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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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ntive step.

o The underlying concept in assessing inventive step is that

o The question of nonobviousness must be determined as of

every invention must be the solution of a technical problem.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If there were no technical problem, there could not be any

o The use of hindsight or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skills

solution and hence there would be no inventive step and thus

deve1oped by the evaluator or skilled artisan after the date of

no invention.

the invention have no place and must be ignored in the

o However the assessment of the technical problem can itself

determination of nonobviousness,

be as difficult as assessing the inventive step, and great care

o The U.S. Supreme Court in KSR International Co. v.

must be taken to avoid certain pitfalls which occur with this

Teleflex Inc. (KSR), 82 USPQ2d 1385, 1391 (2007) reaffirmed

approach.

the framework for determining obviousness as set forth in

o First, it must be highlighted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Graham v. John Deere. The basic factual inquiries of Graham

does not require that an invention be a (technical)

v. John Deere are: (1) determining the scope and cont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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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ited invention before filing

of the filing.

an application, the invention lacks an

o After determining what is described

inventive step.

in a claimed invention and one or more

When there are two or

more claims, an inventive step is

cited inventions, one cited invention

determined for each claim.

most suitable for the reasoning is

o An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is

selected. And comparison of the claimed

specifically determined in the following

invention with a cited invention is

procedures

made, and the identicalness and the

(1)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difference in matters defining the

claims is specified. In this case, a

inventions are clarified. Then, the

specifying method of the invention

reasoning for lacking an inventive step

described in the claims is the same as

of the claimed invention is attempted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in Chapter

on the basis of contents of the selected

3.

invention above, other cited inventions

(2) The cited invention is specified. In

(including well-known or commonly

this case, a specifying method of the

used art) and the common general

cited invention is the same as the

knowledge.

determination of novelty in Chapter 3.

The reasoning can be made from

(3) The cited invention closest to the

various and extensive aspects. For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is

example, the examiner evaluates

selected and two inventions are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falls

compared to clarify the differences

under a selection of an optimal

therebetween.

material, a workshop modification of

(4)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design, a mere juxtaposition of features

arriving at the invention described in

on the basis of a cited inventions, or

the claims from the cited invention

whether the contents of cited

although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inventions disclose a cause or a

claims is different from the cited

motivation for a person skilled in the

invention is easy or not easy to a

art to arrive at the claimed invention.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If advantageous effects of the claimed

in view of other cited inventions and

invention over a cited invention can be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prior

clearly found in the description in the

to filing the application.

specification, etc., it is taken into

(5)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consideration as facts to support to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can

affirmatively infer the involvement of

be easily invented from the cited

an inventive step.

invention in consideration of whether

When the reasoning can be made as a

the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result of the above method, the claimed

disclose a motivation for a person with

invention should be denied its inventive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arrive at

step. When the reasoning cannot be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or

made, the claimed invention should not

whether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be denied its involvement of an

claims has more advantageous effects

inventive step.

when being compared with the cited

o The reasoning can be made from

invention mainly in view of whether

various and extensive aspec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ed

Examples are as follows.

invention and the invention described

(1)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in the claims corresponds to exercise of

workshop modification of design, mere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juxtaposition of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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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 Consequently the technical

the prior art; (2) ascert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blem may be reduced to that of finding an alternative to a

prior art and the claims in issue; and (3) resolving the level

known solution.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is alternativ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hile taking into account

involves an inventive step can then only be decided using

secondary considerations.

such criteria as mentioned in E below.

o The examiner conducts the search of the pertinent art

o Second,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objective problem

where one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look for a solution

solved by the invention may be different from that recorded

to the problem which the device attempts to solve.

in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 examiner may then

o The Supreme Court in KSR noted that the key to

require reformulation of the problem in the light of facts

supporting any rejection under 35 U.S.C. 103 is the clear

appearing in the prior art revealed in the course of the

articulation of the reason(s) why the claimed invention would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prior art cited in the search

have been obvious. Exemplary rationales that may support a

report, which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which the

conclusion of obviousness include: (1) Combining prior art

applicant was actually awar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was

elements according to known methods to yield predictable

filed and which may put the invention in an entirely different

results; (2) Simple substitution of one known element for

perspective from that apparent from reading the application

another to obtain predictable results; (3) Use of known

only (Guidelines, C-IV, 11.7.2).

technique to improve similar devices (methods, or products) in

o Equally the situation arises where the solution to the stated

the same way; (4) Applying a known technique to a known

problem appears to be trivial or obvious from the prior art,

device (method, or product) ready for improvement to yield

but a careful analysis of the problem reveals that it is in fact

predictable results; (5) “Obvious to try” – choosing from a

the very statement of the problem itself which is the crux of

finite number of identified, predictable solutions, with a

the invention so that logically the claimed invention must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6) Known work in one field

involve an inventive step because it is a step from something

of endeavor may prompt variations of it for use in either the

which was not known.

same field or a different one based on design incentives or

o Finall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once a new idea has

other market forces if the variations are predictable to one of

been formulated, it can often be shown theoretically how it

ordinary skill in the art;

might be arrived at, starting from something known by a

(7) Some teaching, suggestion, or motivation in the prior art

series of apparently easy steps. The examiner should be vary

that would have led one of ordinary skill to modify the prior

of ex post facto analysis of this kind.

art reference or to combine prior art reference teachings to

o In practice, in order assess inventive step in an objective

arrive at the claimed invention.

and predictable manner, an examiner will apply the so-called

o See MPEP 2143 for discussions of each rationale along with

"problem-and-solution approach,

examples illustrating how the cited rationales may be used to

which consists in three successive steps, namely:

support a finding of obviousness.

1) Determining the "closest prior art"

o The list of rationales provided is not intended to be an all

2)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inclusive list. Other rationales to support a conclusion of

3)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claimed invention, starting

obviousness may be relied upon by Office personnel.

from the closest prior art and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would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 (the
"could-would"
approach).
o The "closest prior art" in the first step is that combination
of features disclosed in one single reference which constitutes
the most promising starting point for an obvious development
leading to the invention. It does not include later published
European applications. In practice, the closest prior art is
generally that which corresponds to a similar use in the same
or a closely related technical field.
It must be assessed from the skilled person's point of view on
the day before the filing or priority date valid for the claimed
invention (Guidelines CIII,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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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skill in the art. (Examination

①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Guidelines p.2406, 2407)

workshop modification of design, etc.

2.2 Specific method of Determining

Among exercises of ordinary creativity

Inventive Step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re a

2.2.1. Motivation that may arrive at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from

Invention

publicly known materials which achieve

(1) Suggestions shown in Cited

a specific object, an optimization of a

Invention

numerical value range, a replacement

If suggestions are shown in the

with equivalents, and a workshop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relevant

modification of design in applying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specific technology.

claims, they can be a strong ground for

When the difference of the claimed

the reasoning that a person with

invention in comparison falls only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easily

under these categories, it is usually

invent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onsidered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claims by the cited invention.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it,

(2) Commonality of a Problem to be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Solved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If a commonality exists between the

② Mere juxtaposition of features

cite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If matters defining an invention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n view of a

not linked each other functionally or

problem to be solved, it can be a

operationally and the invention is a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combination of each matter (mere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juxtaposition of features), the invention

can easily invent the invention

is deemed as a mere exercise of

described in the claims by the cited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invention.

in the art, unless otherwise there is

(3) Commonality of Function or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Operation

step.

If a commonality exists between the

(2) Probable cause or motivation

cite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① Relation of technical fields

described in the claims in view of

An attempt to apply a technical means

function or operation, it can be a

in a related technical field in order to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solve a problem is a mere exercise of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can easily invent the invention

in the art. A replaceable or addable

described in the claims by the cited

means in a related technical field, for

invention.

example, can be a strong ground for

(4) Relation of Technical Fields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If a technique in the technical fields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a

related to the invention to be filed is

claimed invention.

applicable to an invention to be filed, it

②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solved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A close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reasoning that a person with ordinary

solved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skill in the art can easily invent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by

art would be led to a claimed invention

the cited invention.

by applying or combining cited

(Examination

Guidelines p.2407, 2408)

inventions.

2.2.2. Exercises of Ordinary Creativity

When a cited invention does not intend

EUROPEAN PATENT OFFICE
o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in the second
step means the aim and task of modifying or adapting the
closest prior art to provide the technical effects that the
claimed invention provides over the closest prior art. In
practice, an examiner will study the application in the light
of the closest prior art and the difference between both in
terms of features (the so-called "distinguishing features"). If
the technical problem derived in this way is different from
the technical problem as defined by the applicant in the
application, the examiner will redefine the latter. It is to be
noted that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must be so
formulated as not to contain pointers to the technical solution,
in order to avoid ex post facto view in the assessment of
inventive activity (Guidelines, C-III, 11.7.2).
o The "could-would" approach in the third step means that
the examiner will consider whether there is any teaching in
the prior art as a whole that could (and not simply would)
have prompted the skilled person, faced with the objective to
adapt or modify the closest prior art in the hope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or in expectation of some
advantage or improvement (Guidelines, C-IV, 11.7.3). Thus,
the question to consider, in relation to any claim defining the
invention, is whether before the filing or priority date valid
for that claim and having regard to the art known at that
date, it would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 to
arrive at something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laim
(Guidelines, C-IV, 11.4).
o The invention, however,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If a
claim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features", and the
functional interaction between them achieves a combined
technical effect that is different from, e.g. greater than, the
sum of the technical effects of the individual features, then
the whole subject matter claimed is non-obvious, even if each
feature, taken by itself, would be obvious. If no such
synergistic effect exists, there is no more than a mere
aggregation of features which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Guidelines, C-IV,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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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 similar problem to be solved to that

Art

of a claimed invention, further

To accomplish an ordinary improvement

examination based on the state of the

from a general application of

art should be conducted whether a

well-known technique, inference from

problem to be solved is obvious or

known physical nature, and reference

whether it would have been easily

of other technical fields for achieving

conceived.

known problem to be solved, etc.

Even based on a problem to be solved

corresponds to exercises of ordinary

of a cited invention which is different

creativity of a person with ordinary

from that of a claimed invention, the

skill in the art. As specific types

inventive step of the claimed invention

corresponding to the exercises of

can be denied regardless of the

ordinary creativity, there are a

difference in problems, if the reasoning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material

can properly be made that a person

of well-known materials for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ccomplishing a specific object, an

arrived at the matters defining the

optimization or a suitableness of a

claimed invention in a different way of

numerical value range, a replacement

thinking from the problem solution of

with equivalents, and a design change

the claimed invention.

in applying specific technology, etc.

This also applies to inventions wherein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y problem to be solved cannot b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and

identified, for example, inventions

the cited invention falls under these

based on a discovery by trial and error.

categories, an inventive step of the

③ Similarity of function, work or

invention is usually denied, unless

operation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f a close similarity in function, work

inferring inventive step. (Examination

or operation exists between a claimed

Guidelines p.2410)

invention and a cited invention or

2.2.3. More Advantageous Effects

between cited inventions, there can be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a well-founded reasoning that a person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to the claimed invention by applying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and combining the cited inventions.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④ Suggestions shown in the cited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inventions Suggestions shown in the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contents of cited inventions relevant to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a claimed invention can be a strong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to the claimed invention.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3) Advantageous effects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If an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to

in chemical fields, etc.

cited inventions can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clearly be identified from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descriptions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drawings, it should be taken into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to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n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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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s means an effect which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is advantageous in comparison with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an effect of a cited invention, among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he effects derived from the matters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defining a claimed invention.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Guidelines p.2413)

Chapter 2. Section 2.4, 2.5)

o When prior arts in different fields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to apply prior art from

from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non-analogous technical fields

claims are cited as cited inventions,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validity of the cited inventions such a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relation between the two technical

easily arrived at the claimed invention

fields, commonality of a problem to be

based on cited inventions can be made

solved, commonality of function, etc.

by constantly considering what a

shall be sufficiently reviewed.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do after

(Examination Guidelines p.2415)

precisely comprehending the state of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the
present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the filing.
o The reasoning can be made from
various and extensive aspects.
o A close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solved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be led to a claimed invention
by applying or combining cited
inventions.
When a cited invention does not intend
a similar problem to be solved to that
of a claimed invention, further
examination based on the state of the
art should be conducted whether a
problem to be solved is obvious or
whether it would have been easily
conceived.
o If a close similarity in function, work
or operation exists between a claimed
invention and a cited invention or
between cited inventions, there can be
a well-founded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the claimed invention by applying
and combining the cited inventions.
o Suggestions shown in the contents of
cited inventions relevant to a claimed
invention can be a strong grou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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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state of the art"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o For purposes of 35 U.S.C. 103, prior art can be either in

inventive step is to be understood as concerning such kind of

the field of applicant’s endeavor or be reasonably pertinent to

information as is relevant to the technical field of the claimed

the particular problem with which the applicant was

invention, including common general knowledge and normal

concerned. Furthermore, prior art that is in a field of

means for routine work and experimentation.

endeavor other than that of the applicant or solves a problem

o However, in practice, it is accepted that each invention i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applicant was trying to

addressed to a person specially skilled in the technical field to

solve, may also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35 U.S.C.

which the invention relates. If the definition of the "objective

103.

problem to be solved" prompts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o The issue is whether the skilled artisan would have looked

seek its solution in another technical field, the specialist in

at the other field for assistance in designing the invention or

that field will be the person qualified to solve the problem.

solving the problem.

o The skilled man can thus be drawn to other relevant, but

o Prior art is not limited just to the references being applied,

not necessarily analogous, fields and it is then assumed that

but includes the understanding of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the "skilled man" has all the specialized knowledge of both

art. The prior art reference (or references when combined)

fields and his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is based upon the

need not teach or suggest all the claim limitations, however,

combined prior art.

Office personnel must explain wh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or art and the claimed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to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o The focus when making a determination of obviousness
should be on w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would have known at the time of the invention, and on
what such a person would have reasonably expected to have
been able to do in view of that knowledge. This is so
regardless of whether the source of that knowledge and
ability was documentary prior art,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or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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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the
claimed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4)

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o Suggestions shown in Cited Invention

o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differences between the prior art

If suggestions are shown in the

workshop modification of design, etc.

and the claims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relevant

Among exercises of ordinary creativity

1. Combinations of prior art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re a

a. Requirements, if any, of a teaching

claims, they can be a strong ground for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from

the reasoning that a person with

publicly known materials which achieve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easily

a specific object, an optimization of a

invent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numerical value range, a

claims by the cited invention.

replacement with equivalents, and a

(Examination Guidelines p.2407)

workshop modification of design in

or suggestion to combine features

applying specific technology. When the
difference of the claimed invention in
comparison falls only under these
categories, it is usually considered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it,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o Mere juxtaposition of features
If matters defining an invention are
not linked each other functionally or
operationally and the invention is a
combination of each matter (mere
juxtaposition of features), the invention
is deemed as a mere exercis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o Relation of technical fields
An attempt to apply a technical means
in a related technical field in order to
solve a problem is a mere exercis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 replaceable or add-able
means in a related technical field, for
example,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a
claimed invention.
o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solved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It is permissible to combine the disclosure of one or more

o The Supreme Court in KSR recognized that the

documents, parts of documents or other pieces of prior art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SM) rationale was one of a

with the closest prior art. However, it is not enough to

number of valid rationales that could be used to determine

merely say that the sum of the claimed features is present in

obviousness. Other rationales (set forth in C above) may

the cited documents. The examiner must give proper

support a conclusion of obviousness.

reasoning as to why the skilled man would (not, could)
combine the features.
o Where the invention is a solution to a plurality of
independent "part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assess, for each partial problem, whether the combination of
features solving the partial problem is obviously derivable
from the prior art. In this case, a different prior art
document can be combined with the closest prior art for each
partial problem (Guidelines, C-IV,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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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se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solved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be led to a claimed invention
by applying or combining cited
inventions.
When a cited invention does not intend
a similar problem to be solved to that
of a claimed invention, further
examination based on the state of the
art should be conducted whether a
problem to be solved is obvious or
whether it would have been easily
conceived.
Even based on a problem to be solved
of a cited inven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a claimed invention, the
inventive step of the claimed invention
can be denied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problems, if the reasoning
can properly be mad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the matters defining the
claimed invention in a different way of
thinking from the problem-solu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This also applies to inventions wherein
any problem to be solved cannot be
identified, for example, inventions
based on a discovery by trial and error.
o Similarity of function, work or
operation
If a close similarity in function, work
or operation exists between a claimed
invention and a cited invention or
between cited inventions, there can be
a well-founded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the claimed invention by applying
and combining the cited inventions.
o Suggestions shown in the cited
inventions
Suggestions shown in the contents of
cited inventions relevant to a claimed
invention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have been led to the
claimed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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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ection 2.5(1)(2))

b. Restrictions, if any, on the ability to

o There is no particular restrictions in

o There is no particular restrict-ions of

modify a prior art teaching; e.g. the

the number of prior art teachings that

the number of prior art teachings that

number of prior art teachings that

can be combined in the determination

can be combined in the examination of

can be combined

of an inventive step under Article 29(2)

inventive step under Article 29 (2) of

of the Patent Act.

the Patent Act.

2. Problem of common general

o An inventive step is determined in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knowledge i.e. the question as to

the following procedures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whether the examiner, if he is

(1)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determined as follows:

reasonably certain that a given

claims is specified. In this case, a

After determining what is described in

feature is common general

specifying method of the invention

a claimed invention and one or more

knowledge but cannot prove it

described in the claims is the same as

cited inventions, one cited invention

(because there is no supporting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in Chapter

most suitable for the reasoning is

document), is entitled to refuse a

3.

selected. And comparison of the claimed

claim

(2) The cited invention is specified. In

invention with a cited invention is

this case, a specifying method of the

made, and the identicalness and the

cited invention is the same as the

difference in matters defining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in Chapter 3.

inventions are clarified. Then, the

(3) The cited invention closest to the

reasoning for lacking an inventive step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is

of the claimed invention is attempted

selected and two inventions are

on the basis of contents of the selected

compared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vention above, other cited inventions

therebetween.

(including well-known or commonly

(4)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used art) and the common general

arriving at the invention described in

knowledge.

the claims from the cited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although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hapter 2. Section 2.5(2))

claims is different from the cited

o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 On the basis of that knowledge
alone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prior art teachings

o There are no restrictions as to the number of prior art

which may be combined.

references that might be combined for rejecting a claim under

o However,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 fact that more

35 U.S.C. 103.

than one disclosure must be combined with the closest prior
art in order to arrive at a combination of features may be an
indication of the presence of an inventive step. On the other
hand, the more teachings which are being combined, the more
likely it is that ex post facto analysis or lack of proper
reasoning is involved.
o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be obvious to combine two
or more distinct disclosures, the examiner should also
consider:
1) whether their content is such as to make it likely or
unlikely that the skilled person would combine them;
2) whether the disclosures come from similar, neighboring or
remote technical fields;
3)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associate these
disclosures with one another (i.e., a document contains a clear
and unmistakable reference to another document) (Guidelines,
C-IV, 11.8).

o The Examining Division may, in a first step, object to a

o In certain circumstances where appropriate, an examiner

claim on the basis of common general knowledge without

may take official notice of facts not in the record or rely on

providing a documentary support for this assertion, If,

“common knowledge” in making a rejection, however, such

however, the applicant disagrees with the assertion, the

rejections should be judiciously applied.

Examining Division should then cite a reference in support of

o It is never appropriate to rely solely on “common

the objection.

knowledge” in the art without evidentiary support in the

o If the examiner is unable to produce documentary evidence,

record, as the principal evidence upon which a rejection is

he should raise an objection to the claim only if he is certain

based. See In re Zurko, 59 USPQ2d 1693, 1697 (Fed. Cir.

of his position. In all other cases, he should not press the

2001).

objection.
o Since the prosecution file is open to public inspection,
applicants will be aware that such an objection could be
successful if, in subsequent opposition proceedings, an
opponent is able to provide evidence that the examiner rightly
raised the obviousness objection.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invention is easy or not easy to a

means technologies generally known to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ncluding

in view of other cited inventions and

well-known or commonly used art) or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prior

matters clear from empirical rules.

to filing the application.

“Well-known art” means technologies

(5)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generally known in the relevant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can

technical field, e.g., many prior art

be easily invented from the cited

documents, those widely known

invention in consideration of whether

throughout the industry, or those

the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well-known to the extent needless to

disclose a motivation for a person with

present examples. "Commonly used art"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arrive at

means well-known art which is used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or

widely.

whether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laims has more advantageous effects

Chapter 2. “1.Novelty” Section 1.2.4(3))

when being compared with the cited

o Since well-known or commonly used

invention mainly in view of whether

art is important material constitu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ed

the state of the art which can be a

invention and the invention described

ground for a notice of reasons for

in the claims corresponds to exercise of

refusal, well-known or commonly used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art should be accompanied with an

ordinary skill in the art. (Examination

exemplary document insofar as possible

Guidelines p.2406, 2407)

except when it is so well-known that

o To accomplish an ordinary

any evidential document seems

improvement from a general application

unnecessar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of well-known technique, inference from

used as a basis to determine the cited

known physical nature, and reference

invention or to determine the

of other technical fields for achieving

knowledge (the state of the art

known problem to be solved, etc.

including the common general

corresponds to exercises of ordinary

knowledge) or the ability (the ability to

creativity of a person with ordinary

use ordinary technical means for

skill in the art. As specific types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he

corresponding to the exercises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ordinary creativity, there are a

in the art if an examiner refers to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material

well-known or commonly used art.

of well-known materials for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accomplishing a specific object, an

Chapter 2. Section 2.8(2))

optimization or a suitableness of a

o If an applicant admits in a

numerical value range, a replacement

specification that a technology

with equivalents, and a design change

presented as prior art is publicly

in applying specific technology, etc.

known prior to the filing of the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plication, the technology may b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and

properly cited as the state of the art at

the cited invention falls under these

the time of filing, in determining

categories, an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ve step of a claimed invention.

invention is usually denied, unles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Chapter 2. Section 2.8(3))

inferring inventive step (Examination
Guidelines p.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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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 the case where a technology is
presented as prior art in a specification
to be examined, if an applicant admits
in the specification that the technology
presented as prior art is publicly
known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an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may
be determined by citing the technology
as the cited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6)

b. On the basis of that knowledge
combined with one or more
published pieces of prior art

o See E.2.a. above

o See E.2.a. above.

EUROPEAN PATENT OFFICE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as for E.2.a.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When making a rejection, the examiner may combine prior
art reference with official notice or “common knowledge.”
o If official notice is taken, the basis for such reasoning must
be set forth explicitly. The examiner must provide specific
factual findings predicated on sound technical and scientific
reasoning to support his or her conclusion of common
knowledge.
o If the examiner is relying on personal knowledge to support
the finding of what is known in the art, the examiner must
provide an affidavit or declaration setting forth specific factual
statements and explanation to support the finding. See 37
CFR 1.104(d)(2).
o The applicant should be presented with the explicit basis on
which the examiner regards the matter as subject to official
notice so as to adequately traverse the rejection in the next
reply after the Office action in which the common knowledge
statement was made.
o To adequately traverse such a finding, an applicant must
specifically point out the supposed errors in the examiner’s
action, which would include stating why the noticed fact is
not considered to be common knowledge or well-known in the
art. See 37 CFR 1.111(b).
o If applicant does not traverse the examiner’s assertion of
official notice or applicant’s traverse is not adequate, the
examiner should clearly indicate in the next Office action that
the common knowledge or well-known in the art statement is
taken to be admitted prior art because applicant either failed
to traverse the examiner’s assertion of official notice or that
the traverse was inadequate. If the traverse was inadequate,
the examiner should include an explanation as to why it was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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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iteria for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the prior art and the invention
in regard to:

a. Temperature or other ranges

o To accomplish an ordinary

o Among exercises of ordinary

improvement from a general application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f well-known technique, inference from

are a selection of an optimal material

known physical nature, and reference

from publicly known materials which

of other technical fields for achieving

achieve a specific object, an

known problem to be solved, etc.

optimization of a numerical value

corresponds to exercises of ordinary

range, a replacement with equivalents,

creativity of a person with ordinary

and a workshop modification of design

skill in the art. As specific types

in applying specific technology. When

corresponding to the exercises of

the difference of the claimed invention

ordinary creativity, there are a

in comparison falls only under thes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material

categories, it is usually considered that

of well-known materials fo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accomplishing a specific object, an

easily arrived at it, unless otherwise

optimization or a suitableness of a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numerical value range, a replacement

inventive step.

with equivalents, and a design chang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in applying specific technology, etc.

Chapter 2. Section 2.5(1))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and
the cited invention falls under these
categories, an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is usually denied,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Examination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NB. The first decisive test for subsections "a" to "d" below is
the novelty test. A sub-range will be considered novel if:
1) it is clearly narrower than the known range,
2) it is sufficiently removed from any specific example in the
prior art and from the end-points of the known range, and
3) it is not an arbitrary specimen from the prior art
(Guidelines, C-IV, 9.8).

o Non-obviousness of sub-ranges or overlapping ranges will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depend on whether they are used for a different and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non-obvious purpose or whether they involve a new, surprising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effect or unexpected advantage.

o Generally, differences in concentration or temperature will

o On the other hand, mere substitutions, selections of equally

not support the patentability of subject matter encompassed

likely alternatives or extrapolations from the known art, or

by the prior art unless there is evidence indicating such

any choice from a limited range of possibilities that could be

concentration or temperature is critical. “[W]here the general

arrived at by routine trial and error or normal design

conditions of a claim are disclosed in the prior art, it is not

procedures will be rejected for lack of inventive activity.

inventive to discover the optimum or workable ranges by
routine experimentation.” In re Aller, 105 USPQ 233, 235
(CCPA 1955).
o A claim may be patentable where changes in temperature
or other ranges produce a new or unexpected result which is
different in kind and not merely degree.
o This is referred to as “critical” ranges. The applicant has
the burden of proving such cri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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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p.2410)

b. Shapes or configurations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c. Materials or parts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d. Sizes, ratios or amounts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EUROPEAN PATENT OFFICE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as for E,3,a,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There would be no inventive step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s a change
in shape or configuration that produced no unusual or
unexpected result.
o The court in In re Dailey, 149 USPQ 47 (CCPA 1966) held
that the configuration of the claimed disposable plastic
nursing container was a matter of choice which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found obvious absent
persuasive evidence that the particular configuration of the
claimed container was significant.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as for E,3,a,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A claimed invention differing from the prior art by a
different material with the selection of the material merely
selected on the basis of suitability for the intended use, would
not be considered to contain an inventive step in absence of a
showing of an unexpected result flowing from the change in
material.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as for E,3.a.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There would be no inventive step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s a change
in size, ratio or an amount of an element and these elements
perform in combination the same function as set forth in the
prior art without giving an unexpected result.
o The Court in Gardner v. TEC Systems, Inc., 220 USPQ
777(Fed. Cir. 1984), cert. denied, 225 USPQ 232 (1984), held
that, wher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prior art and the
claims was a recitation of relative dimensions of the claimed
device and a device having the claimed relative dimensions
would not perform differently than the prior art device, the
claimed device was not patentably distinct from the prior 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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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versed elements or parts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f. Omitted elements or parts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g. Change or limitation of use

o See E.3.a. above.

o See E.3.a. above.

o When there is a difference in a

o Even if the medicinal use of the

simple use between the cited invention

claimed medicinal invention differs

and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from the medicinal use of the cited

claims, the both inventions are

invention, when the relevance of the

substantially the same.

working mechanism between both has

The difference

in a simple use means a case where

been derived from the publicly know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t or common general knowledge at

inventions having constitutional

the time of filing, the inventive step of

differences is indicated using only a

the medicinal invention of the present

difference in use, wherein the

patent application is usually denied,

difference in use is nothing but a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difference between uses derived from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such

EUROPEAN PATENT OFFICE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as for E.3.a,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A claimed invention differing from the prior art by a
reversal of elements or parts that operate in the same
manner, would not be considered to contain an inventive step.
o In In re Gazda, 194 USPQ 400 (CCPA 1955), the prior art
disclosed a clock fixed to the stationary steering wheel column
of an automobile while the gear for winding the clock moves
with steering wheel. The Court held that the mere reversal of
such movement, so the clock moves with the wheel would
have been an obvious expedient.

o If the omission is merely for commercial reasons i.e. a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cheaper device with a consequent loss of quality, there is no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inventive step.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If the omission results surprisingly in an equal or even

o A claimed invention differing from the prior art by the

better quality, or successfully goes totally against the current

elimination of a element and its function would not be

technical opinion then this is taken as a positive indication

considered to contain an inventive step in absence of a

for an inventive step.

showing of an unexpected result flowing from such omission.
o The Court in In re Larson, 144 USPQ 347 (CCPA 1965)
held that the omission of additional framework and axle
which served to increase the cargo carrying capacity of prior
art mobile fluid carrying unit would have been obvious if this
feature was not desired.
o Note that the omission of an element and retention of its
function is an indicia of non-obviousness. See In re Edge, 149
USPQ 556 (CCPA 1966).

o For inventions, other than in chemistry, the new use of a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known method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unless a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new surprising effect is involved.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Similarly, a new use of a known product might be inventive

o A claimed invention differing from the prior art by a

if some technical difficulty were simultaneously overcome.

change or limitation in the use which is merely analogous to

o To the latter point, however, attention is called to the

the uses of the prior art would not constitute an inventive

special regimen for substances or compositions used in the

step absent a showing of an unexpected result flowing from

surgery, therapy or diagnostic methods practiced on the

that change or limitation of use.

human or animal body as defined in Article 53 (c) EPC.
1) Such substances or compositions may be patented if they
have not been previously disclosed for use in these methods
("first medical use", Article 54 (4) EPC)
2) If the substances or compositions are already known to
have been used in a "first medical use", they may st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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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nstitutions. (Examination

as advantageous effect or the like.

Guidelines p.2517)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Chapter 3. “Medicinal Inventions”
Section 2.3.1.1(1))

h. Selection invention

o A selection invention, which is an

o Where an invention with a generic

invention that is represented as

concept is expressed in a cited

superordinate concept in the cited

reference, an invention with more

invention but is represented as

specific concept selected from the

subordinate concept in the invention

generic concept is called "selection

described the claims, means an

invention", if it is novel over the

invention that selects matters not

generic invention and pertains to a

disclosed directly in the cited invention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as matters indispensable in the

produc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its structure. Where an invention is

To select

experimentally optimized or suited

expressed as alternatives either in form

matters from the well-known technique

or de facto in a cited reference, an

generally corresponds to the exercises

invention selected from a group of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inventions each of which is identified

ordinary skill in the art so that an

by supposing that each of the

inventive step is not admitted.

alternatives is a matter to define each

However, when the selection invention

of such inventions is also called

has more advantageous effects than the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vel over

cited invention, an inventive step of the

the alternatives and pertains to a

selection invention may be admitted.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Examination Guidelines p.2411)

produc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its structure. Thus, an invention can be
a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t an
invention described in a publication.
o A selection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when it generates an
advantageous effect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with that of an
invention with a generic concept in a
cited invention, neither of which is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rom the state of the art nor disclosed
in a cited referenc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5(3)③)

i. Others

o No other comments.

o No other comments.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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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able under Article 54 (5) EPC for any "second or
further use" in these methods, provided said use is novel and
inventive (details are given in the Guidelines, C-IV, 4.8).

o The subject-matter of selection inventions differs from the

o The question of obviousness must be resolved on the basis

closest prior art in that it represents selected sub-sets or

of the factual inquiries enunciated by the Court in the

sub-ranges. The usual criteria for the presence of an inventive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step for a particular product or particular method selected,

o Where a previously disclosed invention contains a broad

from a much wider known range of products or methods, is

range of components or ideas, a selection invention having an

that an unexpected advantage or effect occurs.

inventive step can occur where particular components or

o If the selection is connected to a particular technical effect,

subordinate ideas are chosen and show a special significance

and if no hints exist leading the skilled person to the

or unexpected result and there was nothing cited in the art

selection, then an inventive step is accepted (this technical

to suggest the criticality of the claimed components or

effect occurring within the selected range may also be the

subordinate ideas. However, as noted by the Supreme Court

same effect as attained with the broader known range, but to

in KSR, if “a person of ordinary skill has good reason to

an unexpected degree).

pursue the known options within his or her technical grasp

o Consequently, non-obviousness will depend on whether the

[and if] this leads to the anticipated success, it is likely that

skilled person would have made the selection or would have

the product [was] not of innovation but of ordinary skill and

chosen the overlapping range in the hope of solving the

common sense. In that instance the fact that a combination

underlying technical problem or in expectation of some

was obvious to try might show that it was obvious under §

improvement or advantage. If the answer is negative, then

103.” KSR, 82 USPQ2d at 1397.

the claimed matter involves an inventive step.

o No other comments.

o No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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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ication of problem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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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uggestions shown in Cited

o A close similarity of a problem to be

Invention

solved can be a strong ground for the

If a commonality exists between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cite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art would be led to a claimed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in view of a

by applying or combining cited

problem to be solved, it can be a

inventions.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When a cited invention does not intend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a similar problem to be solved to that

can easily invent the invention

of a claimed invention, further

described in the claims by the cited

examination based on the state of the

invention.

art should be conducted whether a

(Examination Guidelines

p.2407)

problem to be solved is obvious or

o Suggestions shown in Cited

whether it would have been easily

Invention

conceived.

If suggestions are shown in the

Even based on a problem to be solved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relevant

of a cited invention which is different

to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from that of a claimed invention, the

claims, they can be a strong ground for

inventive step of the claimed invention

the reasoning that a person with

can be denied regardless of the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easily

difference in problems, if the reasoning

invent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an properly be made that a person

claims by the cited inventi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Examination Guidelines p.2407)

arrived at the matters defining the

o Moreover, when it is obvious that a

claimed invention in a different way of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hinking from the problem solution of

can derive the same constitution as the

the claimed invention.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by

This also applies to inventions wherein

exercising ordinary creativity from the

any problem to be solved cannot be

cited invention even when the cited

identified, for example, inventions

invention is different from the

based on a discovery by trial and error.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i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view of a problem to be solved, an

Chapter 2. Section 2.5(3)②)

inventive step can be denied.
(Examination Guidelines p.2408)

5. Indication of advantage of claimed
invention

o If a commonality exists between the

o If an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cite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to cited inventions can clearly be

described in the claims in view of a

identified from descriptions in the

problem to be solved, it can be a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it

strong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fact to support to affirmatively infer its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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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problem to be solved is viewed objectively by the

o In determining obviousness, neither the particular

Examiner based upon his full knowledge of the application

motivation to make the claimed invention nor the problem the

and the relevant prior art. Here, it must be kept in mind

inventor is solving controls. The proper analysis is whether

that the problem viewed objectively is not necessarily the

the claimed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to one of

same as that the one mentioned by the applicant in his

ordinary skill in the art after consideration of all the facts.

description.

See 35 U.S.C. 103(a).

o To this effect, the examiner studies the application and the
closest prior art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rms of features (either structural or functional).
o Features which cannot be seen to make any contribution,
either independently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features,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are no relevant for
the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o However, where the claim refers to an aim to be achieved
in a non-technical field, this may legitimately appear in the
formulation of the problem as part of the framework of th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Guidelines, C-IV, 11.7.2).
o It may happen that the problem itself is judged to be new
an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In such cas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as expressed in the claims is deem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unless the solution would inevitably be
arrived at as an obvious solution to another problem (the
so—called “one—way street” situations).

o The EPC does not require explicitly or implicitly that an

o An advantage is not required in addition to nonobviousness.

invention, to be patentable, must entail some technical

o A claim that contains language setting forth an advantage

progress or even any useful effect.

of the claimed invention over the prior art does not afford the

Nevertheless, advantageous effects, if any,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a distinguishing limitation without further structure

state of the art, should be stated in the description (Rule 42

in the claim and therefore would not constitute an inventive

(1) (c) EPC), and any such effects are often important in

step. Note that a prima facie obviousness is not rebut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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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easily invent the invention

inventive step. An advantageous effect

described in the claims by the cited

compared to cited inventions means an

invention.

effect which is advantageous in

(Examination Guidelines

p.2407)

comparison with an effect of a cited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invention, among the effects derived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from the matters defining a claimed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invention.

advantageous note 1) rather than the

o Reasoning is attempted by confirming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advantageous effect, if any, of a

support to affirmatively infer its

claimed invention compared to cited

inventive step.

inven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effects of the

regardless of advantageous effects,

invention is particularly suitable in

inventive step may be denied by the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for the

uncontestable reasoning that a person

invention of which effects have low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of the

arrived at a claimed invention.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in

o However, when the advantageous

chemical fields, etc.

effect compared to the cited invention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so remarkable that it cannot be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from the state of the art, there may be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cases where the inventive step is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affirmed.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hapter 2. Section 2.5(3))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6. Comparative test

o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o Where advantageous effects compared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can

to cited inventions are described in a

be easily invented from the cited

specification, or where advantageous

invention in consideration of whether

effects are not explicitly described but

the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can be inferred from the statements in

disclose a motivation for a person with

the specification or the drawings by a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arrive at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 effects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or

asserted in a written argument or

whether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verified in experimental results should

claims has more advantageous effects

be considered. However, the effects

when being compared with the cited

asserted which are not described in the

invention mainly in view of whether

specification and that a person skill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ed

in the art couldn’t deduce from the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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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an invention is obvious or not

merely recognizing additional advantages or latent properties

(Guidelines, CIV, 1.3).

present in the prior art. See Lantech Inc. v. Kaufman Co. of

o However, if the invention is a foreseeable disadvantageous

Ohio Inc., 12 USPQ2d 1076, 1077 (Fed. Cir.

modification of the closest prior art that the skilled person

1989)(unpublished) (“The recitation of an additional advantage

could clearly predict and assess, and if this predictable

associated with doing what the prior art suggests does not

disadvantage is not accompanied by an unexpected technical

lend patentability to an otherwise unpatentable invention.”)

advantage, then the claimed invention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o Similar considerations apply where an invention is merely
the result of an arbitrary nonfunctional modification of a prior
art device or a mere arbitrary choice from a host of possible
solutions (Guidelines, C-IV, 11.9.1).

o See II.D,2,

o Comparative test are usually submitted as rebuttal evidence
showing an unexpected result once the USPTO has
established a case of prima facie obviousness in view of the
prior art.
o The comparative test data must be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closest prior art which is commensurate in
scope with the claims. See MPEP 716.02(b), subsectio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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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 and the invention described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or the

in the claims corresponds to exercise of

drawings should not be taken into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consideration. (Examination Guidelines

ordinary skill in the art. (Examination

Part II. Chapter 2. Section 2.5(3)②)

Guidelines p.2407)

7. Unexpected result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o Even though a reasoning seems to be

a. Cases where an unexpected result is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possibl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n essential criterion for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a

unobviousness (selection inventions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claimed invention because of the close

and inventions comprising the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similarity between the matters defining

combination of known elements)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a cited invention and the ones defining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a claimed invention or because of a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combination of plural cited inventions,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the inventive step should be positively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inferred if a claimed invention has an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advantageous effect, qualitatively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in chemical fields, etc.

with those of cited inventions, and if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the advantageous effect cannot be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from the state of the art. (Examination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2.5(3)①)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b. Cases where it is merely one of a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o If an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number of relevant secondary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to cited inventions can clearly be

criteria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identified from descriptions in the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specification and the drawings, it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fact to support to affirmatively infer its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inventive step. (Examination Guidelines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Part II. Chapter 2. Section 2.5(3))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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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or combination inventions (i.e., inventions based on a set

o If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is established, the

of known technical features) a functional interaction between

burden shifts to the applicant to come forward with

the features must achieve a combined technical effect which is

arguments and/or evidence to rebut the prima facie case. o

different from, e.g. greater than, the sum of the technical

Rebuttal evidence may include evidence that the claimed

effects of the individual features (Guidelines, CI-V, 11.5). o

invention yields unexpectedly improved properties or

For selection inventions, (i.e., inventions based on sub-sets or

properties not present in the prior art. A showing of

sub-ranges selected from known sets or ranges), the selection

unexpected results must be based on evidence, not argument

must be connected with a particular technical effect for which

or speculation.

there is no hint in the prior art leading the skilled man to

o Unexpected results are usually presented in cases involving

the selection (Guidelines, CIV, 11.11). O However, if, having

proportions, ranges, chemical purity, processes and selection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it would have been obvious for

inventions as evidence of nonobviousness. o Without evidence

a skilled person to arrive at something falling within the

of an unexpected result. The invention would be obvious in

terms of a claim (i.e., if the lack of alternatives creates a

view of the prior art that teaches the broad concept, range,

"one-way street" situation), then the unexpected effect is

proportion, etc. o If the prior art compound does in fact

merely a "bonus effect" which does not confer inventiveness to

possess a particular benefit, even though the benefit is not

the claim (Guidelines, C-IV, 11.9.3).

recognized in the prior art, applicant’s recognition of the
benefit is not in itself sufficient to distinguish the claimed
compound from the prior art. In re Dillon, 16 USPQ2d 1897
(Fed. Cir. 1991).

o An unexpected and/or surprising result may be an

o Unexpected results is just one factor that has to be taken

additional useful criterion when comparing a claimed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obviousness. o The

invention with the prior art.

determination of obviousness is made by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evidence taking into account any secondary
considerations and the presented unexpected result. Once the
applicant has presented rebuttal evidence, the examiner
should reconsider any initial obviousness determination in
view of the entire record. All the rejections of record and
proposed rejections and their bases should be reviewed to
confirm their continued viability. The Office action should
clearly communicate the Office’s findings and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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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in chemical fields, etc.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c. Does an unexpected effect (result)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o Even though a reasoning seems to be

have to be advantageous to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possibl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constitute an inventive step?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a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claimed invention because of the close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similarity between the matters defining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a cited invention and the ones defining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a claimed invention or because of a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combination of plural cited inventions,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the inventive step should be positively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inferred if a claimed invention has an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advantageous effect, qualitatively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in chemical fields, etc.

with those of cited inventions, and if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the advantageous effect cannot be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from the state of the art. (Examination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2.5(3)①)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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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ing how the conclusions are supported by the
findings. See MPEP 2141, subsection V.

o The practice is to require the effect to be "unexpected", i.e.

o Unexpected results may be presented by the applicant as

that it could not have been predicted. The requirement is not

evidence to rebut a prima facie showing of obviousness. The

that the effect has to be advantageous.

evidence presented must show that the result is new and
unexpected. USPTO practice does not require the unexpected
result to be advantageous to constitute an inventiv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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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thers

o No other comments.

o No other comments.

F. Resolving the level of ordinary skill

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provides

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s able to

1.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

a hypothetical person under the Patent

comprehend all technical matters in the

Act who learns by experience

state of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a

knowledge of experts in the technical

claimed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f filing as his/her own knowledge.

who has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additio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s supposed to be able to comprehend

invention pertains before filing the

all technical matters in the field of

invention, who is able to freely use

technology relevant to a problem to be

general means and ability for research

solved by an invention as his/her own

and development (including experiment,

knowledge.

analysis, manufacture, etc.), who is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able to obtain all things at the level of

Chapter 2. Section 2.2(2))

average expert
a. Amount of knowledge and skill
expected

technique before filing the invention
and to make them his/her knowledge,
and who is able to comprehend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related
to the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as his/her own knowledge.
Herein, the “level of technique” means
the level of technique that is
constituted by the technical knowledge
such as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etc., other
than the inventions stipulated in each
item of Article 29 (1) of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2402)

b. Ordinary practitioner/average expert

o A person who becomes a criterion to

o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determine whether the invention has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an inventive step is a “person with

provides a hypothetical person: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who has the common general

invention pertains” (hereinafter,

knowledge in the art to which the

referred to as a person skilled in the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art).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has ability to use ordinary

provides a hypothetical person under

technical means for research and

the Patent Act who learns by

development;

experience knowledge of experts in the

who has ability to exercise ordinary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creativity in selecting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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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 other comments.

o No other comments.

o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is presumed * to be an

o The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a hypothetical

ordinary practitioner aware of what was common general

person who is presumed to have known the relevant art at

knowledge in the art at the relevant date,

the time of the invention.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in

* to have access to everything in the state of the art, in

determining the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may include:

particular the documents cited in the search report,

(1) “type of problems encountered in the art;” (2) “prior art

* to have at his disposal the normal means and capacity for

solutions to those problems;” (3) “rapidity with which

routine work and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s are made;” (4) “sophistication of the technology;

* to possess the general technical knowledge appropriate to

and” (5) “educational level of active workers in the field. In a

his assumed education and experience.

given case, every factor may not be present, and one or more

o If the problem prompts the skilled person in the art to seek

factors may predominate.” In re GPAC, 35 USPQ2d 1116,

its solution in another technical field, the specialist of that

1121 (Fed. Cir. 1995).

field is the person qualified to solve the problem. The

o In addition to the above factors, examiners may rely on

assessment of whether the solu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their own technical expertise to describe the knowledge and

must therefore be based on that specialist's knowledge and

skills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 Court has

ability (C-IV, 11.3).

stated that examiners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on

o The state of the art to be considered by the person skilled

the Board are “persons of scientific competence in the fields

in the art when examining for inventive step includes not

in which they work” and that their findings are “informed by

only that in the specific field of the application or patent but

their scientific knowledge, as to the meaning of prior art

also that in related fields or neighboring fields and, where

references to persons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re Berg,

appropriate, in the broader general field which encompasses

65 USPQ2d 2003, 2007 (Fed. Cir. 2003).

them.
o On the other hand, the skilled man is not expected to be
familiar with the prior art in a remote technical field.

o The notional person skilled in the art is considered to be

o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also a person of

an ordinary practitioner aware of the common general

ordinary creativity, not an automaton.” KSR, 82 USPQ2d

knowledge in the relevant art (see a. above), with average

1385, 1397 (2007). See also the factors set forth in a. above

skill and ability but without inventive skill.
o The knowledge and ability which can be expected of this
hypothetical reference person are to be determined objectively
on a case by 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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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ains: who has technical common

changing designs;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and who is able to comprehend all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before

technical matters in the state of the

filing the invention, who is able to

art in the field to which a claimed

freely use general means and ability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fil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as his/her own knowledge.

experiment, analysis, manufacture, etc.),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and who is able to comprehend

Chapter 2. Section 2.2(2))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related
to the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before filing the invention as
his/her own knowledge. Herein, the
“level of technique” means the level of
technique that is constituted by the
technical knowledge such as the
technical common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etc., other than the inventions
stipulated in each item of Article 29 (1)
of Patent Act.

(Examination Guidelines

p.2402)

c. A team of persons skilled in the art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There may be cases where it is more
appropriate to think in terms of “a
group of persons" than a single pers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2(2))

Preliminary remarks concerning the
criteria referred to in point 2. to 9.

EUROPEAN PATENT OFFICE

o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 is more appropriate to
think in terms of a group of persons rather than a single
person, e.g. a research or production team in which each
member has the knowledge and skill of the ordinary
practitioner.

o The examiner when looking into the question should always
try to visualize the overall state of the art confronting the
skilled man before contemplat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
and he should seek to make a "real life" assessment of this
and other relevant factors, paying proper attention to evidence
from practical workers in the art.
o The examiner should take into account all that is known
concerning the background of the invention and give fair
weight to relevant arguments or evidence submitted by the
applicant. If, for example, an invention is shown to be of
considerable technical value, and particularly if it provides a
technical advantage which is new and surprising, and this
can convincingly be related to one or more features included
in the claim defining the invention, the examiner should be
hesitant in pursuing an objection of lack of inventive step (see
Guidelines, C—IV, 11.9.2).
o The well—recognized secondary indicia such as thos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There is no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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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ng-felt but unsolved needs

KOREAN PATENT OFFICE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JAPAN PATENT OFFICE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the claimed invention
based on cited inventions can be made
by constantly considering w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do after
precisely comprehending the state of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the
present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of the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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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ed to in points 2. to 9. below play an important role
and may be of great help in finding the proper answer to the
basic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invention was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 In so far as the secondary indicia are known at the stage
of examination, these criteria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examiner.
o According to established case law, however, a mere
investigation of secondary indicia is no substitute for the
technically skilled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Secondary
indicia are useful auxiliary elements in assessing inventive
step, but they are only relevant in case of doubts, i.e., when
the objective evaluation of the prior art has not provided a
clear picture.
o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usually up to the
applicant who wishes to rely on one or more of these criteria
to produce sufficient evidence for their existence.
o Where the invention solves a technical problem which

o Objective evidence, sometimes referred to as “secondary

workers in the art have been attempting to solve for a long

considerations,” may include long-felt but unsolved needs.

time, or otherwise fulfills a long-felt need, this may be

Objective evidence relevant to the issue of obviousness must

regarded as an indication of inventive step (Guidelines, C-IV,

be evaluated by Office personnel as part of the factual

11.9.4).

inquiries set forth by the Supreme Court in Graham v. John

o It remains to be examined carefully whether an alleged

Deere.

need was in effect present, whether it was felt as an urgent

o Establishing long-felt need requires objective evidence that

one, and how long it existed. In this respect, there are no

an art recognized problem existed in the art for a long period

general rules and the outcome will depend on the particular

of time without solution. The relevance of long-felt need and

circumstances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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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USPQ 602, 605 (CCPA 1967). Second, the
long-felt need must not have been satisfied by another before
the invention by applicant. Newell Companies v. Kenney Mfg.
Co., 9 USPQ2d 1417, 1426 (Fed. Cir. 1988). Third, the
invention must in fact satisfy the long-felt need. In re
Cavanagh, 168 USPQ 466 (CCPA 197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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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USPQ2d 1018, 1029 (Fed. Cir. 1993).
o The evidence as to long-felt but unsolved needs is usually
presented as affidavits or declarations in order to rebut a
holding of prima facie obviousness. The affidavits or
declarations may be submitted by experts in the field though
not limited to such persons.
o Office personnel should consider all rebuttal evidence that is
timely presented by the applicants when reevaluating any
obviousness determination. Once the applicant has presented
rebuttal evidence, Office personnel should reconside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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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or art teaching away from the
claim (technical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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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f there is an inadequate descriptive

o When there is such a description in

manner in easily deriving the invention

a cited reference that precludes the

described in the claims from an

reasoning the claimed invention is

invention described in a publication, an

easily arrived at, the cited reference is

inventive step is admitted.

not eligible for a cited invention.

However,

when a motivation that can arrive at

However, regardless of the description

the invention exists in other view, such

in a cited reference such as the

as relation of the technical fields and

difference of the problem to be solved,

commonality of function, etc. although

which prima facie precludes the

there is an inadequate descriptive

reasoning, the eligibility for a cited

manner in easily deriving the invention

invention shall be maintained, if the

described in the claims, it may be used

reasoning could be possible in terms of

as the cited invention. (Examination

other aspects such as a close relation

Guidelines p.2414)

of technical fields or close similarity of
function, work or operation, etc.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8)

4. Showing the failure of others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See F.2. above.

5. Showing the invention lies in a very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See F.2. above.

active or crowded art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initial obviousness determination in view of the entire record.
All rejections of record and proposed rejections and their
bases should be reviewed to confirm their continued viability.

o As a general rule, there is an inventive step if the prior art

o Prior art teaching away from the invention is a secondary

leads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away from the teaching of

consideration and one of the factual inquiries that must be

the invention. This applies in particular when the skilled

objectively considered by the examiner when determining

person would not even consider carrying out experiments to

obviousness.

determine whether these were alternatives to the known way

o A prior art reference must be considered in its entirety, i.e.,

of overcoming a real or alleged technical obstacle (C-IV-Annex,

as a whole, including portions that would lead away from the

4).

claimed invention. W.L. Gore & Associates, Inc. v. Garlock,

o It must however be clearly shown by means of convincing

Inc., 220 USPQ 303 (Fed. Cir. 1983).

facts and evidence that there was, in the relevant art, a

o A prior art reference that “teaches away” from the claimed

general prejudice or misconception teaching away from, or

invention is a signific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contrary to, the invention claimed.

determining obviousness; however, “the nature of the teaching
is highly relevant and must be weighed in substance. A
known or obvious composition does not become patentable
simply because it has been described as somewhat inferior to
some other product for the same use.” In re Gurley, 31
USPQ2d 1130, 1132 (Fed. Cir. 1994).

o It is one of the strongest positive sub—tests pointing to

o Failure of other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and one of

non—obviousness if it can be shown that the invention

the factual inquiries that must be objectively considered by

overcomes technical difficulties or solves a problem which

the examiner when determining obviousness.

others had been trying unsuccessfully to overcome or to solve,

o See the factors identified above under long-felt need. See

as this sub—tes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skill and

also MPEP 716.04.

knowledge of those skilled in the art which, obviously, was
not sufficient to overcome the difficulty or to solve the
problem. This sub-test is entirely convincing if, in addition, it
can be proved that the other workers knew of the cited prior
art.

o Since all facts and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assessment

o The fact that an invention lies in a very active or a

of inventive step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rowded art does not mean that smaller steps forward would

examiner, also the background of the invention and the

therefore constitute an inventive step.

particular situation in the technical field in question may be

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obviousness is based upon the

of importance.

factual inquiries set forth by the Supreme Court in Graham

o While the mere fact that the invention lies in a very active

v. John Deere. The key to supporting any rejection under 35

or crowded art would not appear to be a striking argument in

U.S.C. 103 is the clear articulation of the reason(s) why the

support of inventive step, it may be that, if the state of the

claimed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See KSR, 82

art is such as to leave limited room for further advances,

USPQ2d 1385, 1396 (2007).

even a smaller step might be considered sufficient to

ITEM and SUBITEM

6. Development of brand-new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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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ATENT OFFICE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See F.2. above.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A commercial success or other similar

field

7. Commercial success

fact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upport to affirmatively infer
an inventive step, insofar as the
examiner finds that the fact is
established by the features of a claimed
invention, not by any other factors
such as sales promotion technique and
advertisement through an applicant's
legitimate assertion or substanti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8(6))

8. Complexity of the technology

o No concrete explanation thereof

o See F.2. above.

9. Other criteria

o No explanation thereof

o No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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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 inventive step.

o What has been stated before (point 5.) applies here as well.

o There is no special consideration or different standards of

o Where the technology involved concerns in fact a

obviousness given in evaluating the inventive step for an

brand—new field, inventive step may be more likely to be

invention: directed to a brand—new technological field.

present, in particular if there is no relevant prior art at all

o The examiner evaluates the totality of the claim and makes

or if the closest prior art is fairly distant from the invention

a determination based on the factual inquiries set forth in the

at hand.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o Applicants sometimes argue that their invention is a
“pioneer” inventi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even in
new technologies , pioneer inventions are rare cases and that
it is mostly very difficult, at least at the stage of
examination, to judge whether this is actually the case.

o Commercial success alone is not to be regarded as

o Objective evidence, such as commercial success, relevant to

indicative of inventive step, but evidence of immediate

the issue of obviousness must be evaluated by Office

commercial success when coupled with evidence of a long—felt

personnel. The objective evidence of nonobviousness must be

need is of relevance, provided the examiner is satisfied that

commensurate in scope with the claims.

the success derives from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o Evidence of the commercial success must establish a nexus

invention and not from other influences, e.g. selling

between the claim and the success.

techniques or advertising (Guidelines, C—IV, 11.9.4).

o In considering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 care should
be taken to determine that the commercial success alleged is
directly derived from the invention claimed, in a marketplace
where the consumer is free to choose on the basis of objective
principles, and that such success is not the result of heavy
promotion or advertising, shift in advertising, consumption by
purchasers normally tied to applicant or assignee, or other
business events extraneous to the merits of the claimed
invention. In re Mageli, 176 USPQ 305 (CCPA 1973). See
MPEP 716.03 to 716.03(b).

o The peculiar situation of the technical field in question will

o There is no special consideration or different standards of

always play a role in determining the basic question of

obviousness given in evaluating the inventive strep for an

whether an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to a person

invention because of the technical field.

skilled in the art.

o The examiner evaluates the totality of the claim and makes

o The fact that the relevant art is a complex technology may

a determination based on the factual inquires set forth in the

also have some impact. However, the concept of "complexity"

Graham v. John Deere decision.

is too vague and indefinite to make it a proper sub-test for
inventive step.

o Unexpected technical advance or advantageous effect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non-obviousness, and

o No other comments.

ITEM and SUBITEM

II. Special consideration applicable to
chemical practice
A. Criteria used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based upon
1. a. Unexpected or superior properties
of a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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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selection invention, which is an

o Where an invention with a generic

invention that is represented as

concept is expressed in a cited

superordinate concept in the cited

reference, an invention with more

invention but is represented as

specific concept selected from the

subordinate concept in the invention

generic concept is called "selection

described the claims, means an

invention", if it is novel over the

invention that selects matters not

generic invention and pertains to a

disclosed directly in the cited invention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as matters indispensable in the

produc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its structure. Where an invention is

To select

experimentally optimized or suited

expressed as alternatives either in form

matters from the well-known technique

or de facto in a cited reference, an

generally corresponds to the exercises

invention selected from a grou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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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in chemical cases.
o An inventive step may then be found for:
- inventions involving the use of known measures in a
non-obvious way or known working methods or means used
for a different purpose and involving a new, surprising effect
or overcoming technical difficulties not resolvable by routine
techniques;
- combination of features mutually supporting each other to
such an extent that a new technical result is achieved;
- special selection in a process of particular operating
conditions within a known range if the selection produces
unexpected effects in the operation of the process or for the
resulting product.
o In frequently studied fields of commercial importance, the
EPO Boards of Appeal have also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 the age of the document, if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prior art document and the date of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was an indication of a long-felt
need;
- the simplicity of the claimed solution in fields where simple
solutions without loss of quality or efficiency were deemed
impossible and/or there was no hint in the prior art towards
such solution.
o However, it should again be kept in mind that in "one-way
street" situations, it would always have been obvious for a
skilled person to arrive at something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laim. A mere "bonus effect" does not of itself confer
inventiveness to a claim.

o Where an invention with a generic concept is expressed in

o A substance having a similar chemical structure to a known

a cited reference, an invention with more specific concept

chemical would be considered nonobvious where the substance

selected from the generic concept is called "selection

contains unexpected or superior properties not in fact

invention", if it is novel over the generic invention and

possessed by the known chemical. This is because “[a]

pertains to a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product is

chemical composition and its properties are inseparable.” In re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its structure. Where an invention

Spada, 15 USPQ2d 1655, 1658 (Fed. Cir. 1990). Furthermore,

is expressed as alternatives either in form or de facto in a

evidence that the compound or composition possesses superior

cited reference, an invention selected from a group of

and unexpected properties in one of a spectrum of common

inventions each of which is identified by supposing that each

properties can be sufficient to support a determination that

of the alternatives is a matter to define each of such

the claimed invention would not have been obvious Id In re

inventions is also called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vel

Chupp, 2 USPQ2d 1437, 1439 (Fed. Cir. 1987).

over the alternatives and pertains to a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produc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ITEM and SUBITEM

KOREAN PATENT OFFICE

JAPAN PATENT OFFIC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inventions each of which is identified

ordinary skill in the art so that an

by supposing that each of the

inventive step is not admitted.

alternatives is a matter to define each

However, when the selection invention

of such inventions is also called

has more advantageous effects than the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vel over

cited invention, an inventive step of the

the alternatives and pertains to a

selection invention may be admitted.

technical field in which an effect of a

(Examination Guidelines p.2411)

produc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its structure. Thus, an invention can be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a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t an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invention described in a publication.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o A selection invention involves an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inventive step, when it generates an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advantageous effect which is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qualitatively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the same but quantitatively prominent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in comparison with that of an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invention with a generic concept in a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cited invention, neither of which is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from the state of the art nor disclosed

in chemical fields, etc.

in a cited reference.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Chapter 2. Section 2.5(3)③)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b.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o When a well-known catalyst of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between chemical substance of

which constitution is similar to a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similar structure

catalyst in the present invention exists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and furthermore, the reactions of th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two catalysts to be used are

easily arrived at the claimed invention

homogeneous, an inventive step is

based on cited inventions can be made

admitted if the catalyst of the present

by constantly considering what a

invention has remarkable effects due to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do after

the constitutional difference in the

precisely comprehending the state of

catalysts.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the

(Examination Standards of

Inorganic Compound Fields 5.3.3)

present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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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tructure. Thus, an invention can be a selection invention,
if it is not an invention described in a publication.
o A selection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when it
generates an advantageous effect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with that of an invention with a
generic concept in a cited invention, neither of.

o If the compounds of the prior art were described as having

o From the standpoint of U.S. patent law, a compound and

a different effect, unrelated to the one exhibited by the new

all its properties are inseparable. Patentability of a chemical

compounds, or no effect at all, inventive step will be

compound cannot be determined based on structure alone. The

acknowledged by the examiner provided he is satisfied that

examiner must consider the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its

the effect of the new compounds is in effect an unexpected

properties in determining obviousness. See MPEP 2144.08 and

one in view of what the prior art teaches.

2144.09.

o The examiner is not entitled to simply argue that a

o Level of skill in the art and secondary considerations such

property is inherent to the chemical nature of a compound.

as commercial success or unexpected results must also be

Only in extremely rare cases may the mere disclosure of a

considered by the examiner in the determination of

compound be said to teach at the same time the man skilled

obviousness.

in the art that this compound will evidently exhibit a certain

o Thus,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based on structural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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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iling.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4(1))

2. Evidence required to evaluate
therapeutic properties

o In general, in an invention related to

o As for working examples supporting

a mechanical apparatus, etc., there are

the medicinal use, a description of the

many cases where a person with

result of the pharmacological test is

ordinary skill in the art may clearly

usually required.

understand the operation and effects

o Since the result of the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pharmacological test is to confirm the

and easily reproduce it although

pharmacological effect of the claimed

embodiments are not described in a

medicinal invention, all of the

specification of a patent application.

followings should be made sufficiently

However, in a chemical invention,

clear, in principle; (i) which compound

namely, science by experiments,

is, (ii) applied to what sort of the

predictability and feasibility are

pharmacological test system, (iii) what

significantly insufficient although there

sort of result is obtained, and (iv) what

may b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rt of relationship the pharmacological

cont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and

test system has with the medicinal use

the level of technique, such that if

of the claimed medicinal invention.

experimental examples suggested with

(1)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inal

experiment data are not described, it is

use and the working mechanism

considered to be difficult for a person

Even if the medicinal use of the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clearly

claimed medicinal invention differs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from the medicinal use of the cited

and easily reproduce them, leading to

invention, when the relevance of the

many cases where it is hardly

working mechanism between both has

considered to be a complete invention.

been derived from the publicly known

In particular, in a use invention of

art or common general knowledge at

medicine where pharmacological effects

the time of filing, the inventive ste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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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Such an argument would have to be based on sound

similarity is rebuttable by evidence that the claimed

evidence provided by the examiner.

compound possessed new and unexpected properties not

o Inventive step of novel chemical compounds is based in

possessed by the structurally similar prior art compound. In

most cases on an unexpected property or activity. This

re Papesch, 137 USPQ 43 (CCPA 1963)

unexpected result may be a different effect or a difference in

o The court in In re Soni, 34 USPQ2d 1688, 1684 stated

degree, i.e. a superior effect, when compared with the prior

“Mere improvement in properties does not always suffice to

art compounds.

show unexpected results. In our view, however, when an
applicant demonstrates Tsubstantially Timproved results, . . .,
and Tstates Tthat the results were Tunexpected, Tthis should
suffice to establish unexpected results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o The discovery of latent properties does not render the
claimed compound novel: “Our case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a reference may anticipate even when the relevant
properties of the thing disclosed were not appreciated at the
time . . . The general principle that a newly-discovered
property of the prior art cannot support a patent on that
same art is not avoided if the patentee explicitly claims that
property.” Abbott Laboratories v. Baxter Pharmaceutical
Products, Inc., 80 USPQ2d 1860, 1863-1864 (Fed. Cir. 2006).

o Public health and safety matters are usually not considered

o In considering matters relating to the adequacy of disclosure

in the EPO. In very exceptional cases, however, an objection

of utility in drug cases:

may be raised under Article 53 (a) EPC (inventions, the

(1) The same basic principles of patent law which apply in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the field of chemical arts (and all other arts as well) shall be

public" or morality).

applicable to drugs, and

o If the invention is for compounds said to exhibit a "new

(2) The USPTO shall confine its examination of disclosure of

therapeutic effect", the EPO would require no special evidence

utility to the application of patent law principles, recognizing

in support of this new effect.

that other agencies of the government have been assigned the

o If the invention is for compounds said to exhibit an

responsibility of assuring conformance to the standards

unexpectedly improved therapeutic effect, evidence would be

established by statute for the advertisement, use, sale or

required in comparison with compounds of the state of the art

distribution of drugs.

known to have this same effect.

o Evidence submitted to demonstrate utility is relevant in

o Comparative tests would be considered as being sufficient if

determining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has utility when

they were conducted on animals or in vitro in place of clinical

there is a reasonable correlation between the asserted utility

tests.

and such evidence. See MPEP 2107.02. For example, evidence

o Toxicity would also not be questioned, except of course in

of pharmacological or other biological activity of a compound

cases where a reduced toxicity would in itself be the

will be relevant to an asserted therapeutic use if there is a

unexpected effect of the invention.

reasonable correlation between the activity in question and
the asserted utility. Nelson v. Bowler, 206 USPQ 881 (CCPA
1980).
o There is no requirement for the results of any toxicity tests.
o While an applicant may on occasion need to provide
evidence to show that an invention will work as claimed, it is
improper for USPTO personnel to request evidence of safety
in the treatment of humans, or regarding the degree of
effectiveness. See MPEP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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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quired to be described, only when

the medicinal invention of the present

the feature that specific substance has

patent application is usually denied,

such pharmacological effects is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described using experimental examples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such

showing pharmacological data, etc. or is

as advantageous effect or the like.

described concrete enough to replace

(2)Conversion of a medicine for animals

them, the invention is finally

other than human beings to a medicine

considered to be completed and at the

for human beings

same time, is considered to satisfy the

A claimed medicinal invention, derived

descriptive requirements of the

by merely converting one compound or

specification.

one group of compounds of a cited

Although the

experimental examples are required to

invention used for the same or a

be described as above, if matters not

similar kind of diseases of animals

described in an original specification

other than human beings into a

are supplemented through an

medicine for human beings, usually

amendment to be made later are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even

beyond the range of the description

if there is no suggestion in the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such that

contents of the cited invention about

it may be considered as altering the

the pertinent conversion, unless

gist of the specification. (Supreme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Court Decision 2000 HU 2958 delivered

inferring inventive step such as

on Nov. 30, 2001) (Examination

advantageous effect or the like..

Guidelines p.4212)

The situation is the same with the

o The determining of an inventive step

conversion of a medicine for human

means to determine whether an

beings to into a medicine for animals

invention can be easily invented by a

other than human beings.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3)Medicine formulated by combining

from well-known techniques. The

two or more medicinal components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shall be

In order to solve a problem well known

made by mainly considering difficultie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such as

in adopting and combining each

an increase in a medicinal effect, or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the reduction of a side effect,

invention and synthetically determining

optimization of the combination of two

the results thereof in consideration of

or more medicinal components is

the objects/effects of the invention. In

among exercis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medicinal use invention, if it is an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hen the

invention of which pharmac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effects cannot be easily inferred from

medicinal invention and the cited

chemical structures of effective active

invention falls only on these points,

substance or compositions of a

ordinarily, the inventive step of the

composition in view of the level of

claimed medicinal invention is denied.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or it has

On the other hand, in the claimed

significant effects that cannot be easily

medicinal invention defined by a

inferred from pharmacological

combination of two or more medicinal

mechanism described in the prior art

components, when the combination of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the components is novel and a

art, an inventive step thereof is

remarkable effect is performed by the

admitted.

combination of two or more compounds

(Examination Standards of Medicinal

or groups of compounds, the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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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4.4)

medicinal invention can involve an

o To simply divert substance publicly

inventive step.

known as medicine used in a huma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VII.

into homogeneous or similar disease

Chapter 3. “Medicinal Inventions”

medicine for animals lacks an inventive

Section 2.3.1.1)

step. Moreover, an invention that
simply diverts substance publicly
known as homogeneous or similar
disease medicine for animals into
medicine used in a human lacks an
inventive step.

For example, an

invention that diverts substance
publicly known as ascaridicide into that
for livestock or nematocide for livestock
lacks an inventive step. (Examination
Standards of Medicinal Fields 4.4)

3. Intermediates

o No explanation thereof

o There are no criteria used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based
upon intermediates.

4. Inventive step of invention defined

o When comparing an a patent

o Where a claim includes statements

by parameters (e.g. numerical

invention including description that

defining a product by its function or

formula)

specifies a product by nature or

characteristic, etc. and it falls under

characteristics, etc. with a cited

either the following ① or ②, there may

invention specifying a product by

b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nature or characteristics, etc. different

compare the claimed invention with a

therefrom, if the nature or

cited invention.

characteristics described in the claims

In the above circumstances, 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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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EPO grants claims only for chemical intermediates

o For unstable and transitory chemical intermediates, the

which can be isolated.

enablement requirement does not require that the applicant

o In the EPO, the expression "intermediate products" means

teach how to make the product in stable, permanent, or

compounds which do not necessarily have any useful direct

isolatable form. In re Breslow, 205 USPQ 221, 226 (CCPA

application but which serve as starting or intermediate

1980). However, chemical intermediates must have a

substances for producing other subsequent chemical substances

specifically identified substantial utility.

(end products) in an inventive process.

o The patentability of a chemical intermediate may be

o Two categories of intermediates have to be considered here:

established by unexpected properties of an end product “when

(i) intermediates used in an inventive process. In such cases,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reasonably ascribe to a

the non-obviousness of the intermediate may (but will not

claimed intermediate the contributing cause for such an

necessarily) be derived from its contribution to the inventive

unexpectedly superior activity or property.” In re Magerlein,

process;

202 USPQ 473, 479 (CCPA 1979).

(ii) intermediates used in a standard process or in an analogy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a patentable "subsequent
product". In such cases, the intermediate must produce a
"structural contribution" to the subsequent product, and said
structural contribution must be at least one of the features
that differentiate the subsequent product from those already
known in the prior art.

o A chemical product may be defined in a claim by its

o It is inappropriate to dissect claims into old and new

formula, as a product of a process or, in exceptional cases, by

elements and then to ignore the old elements in the analysis.

its parameters. However, the characterization of a product

This is the same for process claims that contain numerical

mainly by its parameters should only be allowed in those

formulas in that the process steps cannot be separated from

cases where the invention cannot be adequately defined in

the formulas. The claim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any other way.
o In this respect, parameters are characteristic values, which
may be values of directly measurable properties (e.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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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tent invention can be

examiner has a reason to suspect that

converted by other definition or

the claimed product would be prima

experimental measurement method and,

facie similar to the product of the cited

as result of the conversion, it is

invention and that the claimed

identical/similar to that in the cited

invention would prima facie involve no

invention, corresponding thereto, or an

inventive step without making a strict

embodiment described in the detailed

comparison of the claimed product with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of the

the product of the cited invention, the

patent invention is identical/similar to

examiner may send the notice of

a specific embodiment in the cited

reasons for refusal under Article 29(2).

invention, the two inventions shall be

Then an applicant may argue or clarify

considered to be substantially

by putting forth a written argument or

identical/similar, only having different

a certificate of experimental results,

technical expressions for the inventions,

etc. against the notice of reasons for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refusal.

ground, such that such an invention is

The reason for refusal is to be

hardly considered to have novelty and

dissolved if the applicant’s argument

an inventive step.

succeeds in changing the examiner’s

(Supreme Court

Decision 2001 HU 2568 delivered on

evaluation at least to the extent that it

Jun. 28, 2002)

is unclear that the claimed product is

(Not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be

prima facie similar to the product of

compared with the cited invention due

the cited invention and that the

to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optional

claimed invention would prima facie

parameters included in the claims or

involve no inventive step.

experimental measurements and

Where the applicant’s argument, which

conversion, if there are reasonable

is, for example, abstract or general,

reasons to suspect that the parameters

does not change the examiner’s

are identical/similar to the those in the

evaluation to that extent, the examiner

cited invention, corresponding thereto,

may make a decision of refusal under

the identity/similarity of the two

Article 29(2).

inventions can be admitted without

① A case where the function or

strict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characteristic, etc. is neither standard,

(Examination Guidelines p.2412)

commonly us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n the relevant technical field
nor comprehensible of its relation to a
commonly used function or
characteristic, etc.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function or
characteristic is not commonly used; or
② A case where plural of functions or
characteristics, etc. each of which is
either standard, commonly us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n the
relevant technical field or
comprehensible of its relation to a
commonly used function or
characteristic, etc.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function or
characteristic is not commonly used,

EUROPEAN PAT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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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mbined in a claim so that the
claim statements as a whole fall under
①.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6(1))

5. Other criteria

o When an inventive step of an

o If a claim is one with statements

a. Characteristic of manufacturing

invention of a product is admitted, an

defining a product by its manufacturing

method of a chemical substance and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of a

process, there may be cases where it is

an inventive step as an invention of

manufacturing method of the product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he product

chemical substance

and a use invention of the product is

per se structurally is.

admitted in principle. (Examination

In such circumstances, if the examiner

Guidelines p.2417)

ha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claimed product would be prima facie
identical with the product of the cited
invention and that the claimed
invention would prima facie involve no
inventive step without making a strict
comparison of the claimed product with
the product of the cited invention, the
examiner may send the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under Article 29(2).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7(1))

B. Criteria to evaluate compositions or
structures
1. Chemical product patentable per se

o The determining of an inventive

o Whether or not a claimed invention

step shall be made based on whether

involves an inventive step is

arriving at the invention described in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ing that

the claims from the cited invention i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y or not easy to a person with

easily arrived at the claimed invention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view of

based on cited inventions can be made

other cited inventions and the technical

by constantly considering what a

common knowledge prior to filing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would do after

application.

precisely comprehending the state of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the art in the field to which the

claims can be easily invented from the

present invention pertains at the time

cited invention in consideration of

of the filing.

whether the contents of the cited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invention disclose a motivation for a

Chapter 2. Section 2.4(1))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arrive at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or whether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has more

EUROPEAN PATENT OFFICE

U.S. PATENT & TRADEMARK OFFICE

o A claim for such a product is considered as a claim for the

o A claim for a product defined by its method of manufacture

product per se. o Such a product must comply with the

is considered to be a claim for the product, per se.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independently of

patentability of the product, not recited process steps, must be

its process of manufacture.

evaluated in these types of claims.

o A chemical product may be considered as being patentable,

o Chemical products are patentable, per se, as compositions of

i.e. inventive, independently of any use, effect or property it

matter, if they satisfy the utility, written description,

might have, if its structure is non-obvious. However, there is

enablement, novelty and nonobviousness requirements of the

a tendency to expect indication of a useful effect.

patent statute.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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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ous effects when being
compared with the cited invention
mainly in view of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ed invention
and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claims corresponds to exercis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Examination
Guidelines p.2406, 2407)

2. Structural obviousness in chemical
cases

o Reasoning is attempted by confirming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n
advantageous effect, if any, of a
claimed invention compared to cited
inven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regardless of advantageous effects,
inventive step may be denied by the
uncontestable reasoning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a claimed invention.
o However, when the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to the cited invention
so remarkable that it cannot b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rom the state of the art, there may be
cases where its inventive step is
affirmed.
For example, even though a reasoning
seems to be possibl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a claimed invention because
of the close similarity between the
matters defining a cited invention and
the ones defining a claimed invention
or because of a combination of plural
cited inventions, the inventive step
should be positively inferred if a
claimed invention has an advantageous
effect, qualitatively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with those of cited inventions, and if
the advantageous effect cannot b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rom the state of the ar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n
invention in a technical field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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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ere structural similarity is not a ground for denying

o The determination of obviousness with regard to a chemical

inventive step. On the other hand, inventive step will have to

substance is based not only on the chemical structure but

be based on an unexpected effect.

also on its properties.

o If the new compounds exhibit an unexpected use or effect

o A chemical substance that is prima facie structurally

which was not known for close compounds of the prior art,

obvious but produces an unexpectedly different property or

the new ones will be considered as being inventive.

result compared to the closest prior art compound would be

o If the new use or effect is only an improvement in a result

considered nonobvious.

of the same kind as is known for the known compounds, it

o A chemical substance that is prima facie structurally

must be first established whether such an improvement would

obvious in view of the prior art but produces a superior

have been expected by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from

result in the same property would be considered nonobvious.

common general knowledge or any specific prior art disclosure.

That 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 in the same

If it is the case, the structural “distance” between the new

property amounting to unexpected superiority.

compounds and the closest compounds in the prior art will
have to be considered, taking into account the predictability of
the effect in that particular fiel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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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 of a product is difficult to
predict from its structure, the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to the
cited invention is an important fact to
posi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5(3)①)

3. Purer form of known product

o See II.B.1. above.

o See II.B.1. above.

4. Novel physical forms; e.g. new

o See II.B.1. above.

o See II.B.1. above.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o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statutory invention is to be a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creation", and thus, mere discoveries,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such as discoveries of natural things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like an ore or natural phenomena, for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which an inventor does not consciously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create any technical idea, are not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considered to be a statutory invention.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However, if things in nature such as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chemical substances or microorganisms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have been isolated artificially from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their surroundings, then those are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creations and considered to be a

in chemical fields, etc.

statutory invention. (Examination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Guidelines Part II. Chapter 1. Section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1.1(2))

crystalline structure

5. Products of nature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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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mere increase in purity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o The purified form of a known product would have been

nonobviousness for a known compound. o Admitted, novelty of

obvious unless the recovered product has an unexpected effect

the purer form has been acknowledged, increase in purity will

or utility not shared by the prior art. See MPEP 2144.04.

still have to exhibit some unexpected property or effect, or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o Admitted, novelty of the new physical form has been

o Admitted, novelty of the new physical form has been

established, such form may be inventive as such (see II.B.1

established, such form may be inventive as such (see II.B.1

above), or because it provides some unexpected and/or

above), or because it provides some unexpected and/or

surprising effect or property which was not known for other

surprising effect or property which was not known for other

physical forms already disclosed in the prior art.

physical forms already disclosed in the prior art.

o A substance freely occurring in nature is a mere discovery

o A patent cannot be obtained on a product in the form i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icle 52 (2) (a) EPC.

exists in nature even though it is obtained from sources and

However, if a substance found in nature can be shown to

by processes not previously utilized. However, the isolated

produce a technical effect (i.e., an antibiotic effect), it may be

substance would have been considered nonobvious where the

patentable. o If, on the other hand, a substance found in

isolated purer chemical substance has an unexpected effect or

nature has first to be isolated from its surroundings and a

utility not shared by the prior art substance or the product

process for obtaining it is developed, that process may be

as in its natural form.

patentable. Moreover, if the substance can be properly
characterized either by its structure, by the process by which
it is obtained or by other parameters and it is“new” in the
absolute sense of having no previous recognized existence,
then the substance per se may be patentable.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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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413)
o See II.B.1 above
o Discovery is not to be a creation but
is to simply find things or principles
that have already existed in nature so
that the discovery of natural things
like a natural substance (e.g., an ore)
or natural phenomena is not considered
to be a statutory invention as it is.
However, if it is not a discovery of
substance itself but it is developed a
method to isolate artificially certain
substance from natural substance, the
method is considered to be a statutory
invention and the isolated chemical
substance and microorganisms, etc. are
also considered to a statutory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s

p.2106)
6. Effects of components of a mixture

o No explanation thereof

o If matters defining an invention are
not linked each other functionally or
operationally and the invention is a
combination of each matter (mere
juxtaposition of features), the invention
is deemed as a mere exercise of
ordinary creativity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unless otherwise there is
another
ground for inferring inventive step.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5(1)②)

7. Various chemical forms of a
compound; e.g.isomers

o See II.B.1. above.

o See II.B.1.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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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f the mixture has exhibited an unexpected effect in

o There is no inventive step from the intermixing of two or

comparison with what was to he expected from the elements

more ingredients where the resultant mixture only contains

of the mixture, such a mixture will be patentable as an

the expected effects from each ingredient. See KSR

inventive combination. o Combinations claimed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82 USPQ2d 1385, 1395-97

"kits of parts" may be considered as inventive it there is a

(2007)(discussing obviousness of combining prior art elements

functional unity through a purpose-directed application, and

according to known methods to yield predictable results).

the combination exhibits an unexpected and/or surprising
effect.

o The first requirement to be satisfied for possible various

o A new and useful compound which is isomeric with a

forms of one and the same compound is novelty. Once novelty

compound of the prior art might not contain an inventive step

is established, an unknown isomer of a known compound

unless it possesses some unobvious or unexpected beneficial

exhibiting unexpected properties may be patentable. o Even in

property not possessed by the prior art compound. However,

the case where a racemic mixture, which is a mixture of

isomers that have the same empirical formula but dif- ferent

equal parts of a dextro— and a levo—isomer, is known, one

structures are not necessarily considered equivalent by

of the optically active constituents would be considered as

chemists skilled in the art and therefore are not necessarily

inventive if it is novel and exhibits an unexpected effect when

suggestive of each other. Ex parte Mowry, 91 USPQ 219 (Bd.

compared to the racemnic mixture.

App. 1950).” MPEP 22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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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Criteria for chem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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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en an inventive step of an

o Where an invention of a product per

e.g. process producing known

invention of a product is admitted, an

se involves an inventive step,

chemical product, old process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of a

inventions of a process of producing the

using new starting materials, etc.

manufacturing method of the product

product or of a use of the product

and a use invention of the product is

involves an inventive step in principle.

admitted in principle. (Examin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Guidelines p.2416)

Chapter 2. Section 2.8(5))

o See II.C.1. above

o See II.C.1. above.

o No explanation thereof

o See from I.F.2. to I.F.8. above.

2. Need for processes, including analogy
process, or methods of use to be
separately considered for inventive
step when leading to or involving
patentable products.

D. Other considerations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in chemical
practice

o There is no other “Secondar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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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asically, there are three types of processes: (1)Processes

o Analogous process which produces Expected Result: There

based on a new chemical reaction. If the application is for an

would be prima facie obviousness in the process which merely

entirely novel chemical reaction type inventive step will be

used different starting materials, known or unknown, and

recognized without difficulty. (2)Processes based on a known

produced a product expected therefrom. o Processes which

reaction for the production of a patentable product. In such

produce unexpected product or result: A process would not

cases, the process may be based on either: * starting

have been considered obvious when that process produced an

materials which are different from but of a similar

unexpected result which would not be apparent from the

constitution to the compounds previously used in the known

reactants employed even though the product would inherently

processes, and which are reacted together following the same

result therefrom. The unexpected result could be an

procedures, to give, as expected, new compounds of similar

unexpected increase in yield when employing less reactant.

constitution to the products obtained by the known processes,

o The discovery of a new use for an old structure based on

or

unknown properties of the structure might be patentable to

* starting materials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used in the

the discoverer as a process of using. See MPEP 2112.02. A

known processes and employed following a similar procedure,

process would have been nonobvious where the result of the

to produce, as expected new compounds of similar constitution

process and the particular use of the material was not

to the products obtained by the known processes.

suggested by the prior art.

In both cases, non-obviousness will be acknowledged if the
chemical compound obtained is novel and inventive.
(3)Processes based on a known reaction and producing a
known chemical product. Non—obviousness assessment wil be
based on features of the process itself and will depend on
whether, due to special reaction conditions, an unexpected
effect is obtained.

o Inventive step for an analogy process is accepted

o In re Ochiai, 37 USPQ2d 1127 (Fed. Cir. 1995) and In re

automatically provided that the process leads to a patentable

Brouwer, 37 USPQ2d 1663 (Fed. Cir. 1996) addressed the

product.

issue of whether an otherwise conventional process could be

o In the case of a process based on a new chemical reaction,

patented if it were limited to making or using a nonobvious

the process may exhibit its own inventive step, independently

product. Determining whether an invention involves an

of the resulting product.

inventive step requires a highly fact-dependent analysis which

o In both cases however, the examiner need not in fact

takes the claimed subject matter as a whole and compares it

examine the inventive step of the process, if it leads to a

to the prior art. “A process yielding a novel and nonobvious

patentable end product.

product may nonetheless be obvious; conversely, a process

o The same reasoning applies for uses of a patentable

yielding a well-known product may yet be nonobvious.”

product, which could or could not exhibit their own

TorPharm, Inc. v. Ranbaxy Pharmaceuticals, Inc., 67 USPQ2d

non-obviousness. As soon as the product is considered as

1511, 1514 (Fed. Cir. 2003). See also MPEP 2116.01.

being inventive, inventive step of the use need not be
considered separately.

o The secondary tests which apply in the chemical field are

o There are no secondary or subtests employed in determining

those listed in Part I.F.2 to 8. above.

nonobviousness in the chemical practice. The examiner makes
the same factual inquiries as would an examiner in the

ITEM and SUB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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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ondary tests (subtests) of
non-obviousness

2. Extent to which comparative tests
are required

o When the effects generated by the

o Even though a reasoning seems to be

technical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possible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described in the claims are more

art could have easily arrived at a

advantageo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claimed invention because of the close

the cited invention, they may be taken

similarity between the matters defining

into consideration as a fact to support

a cited invention and the ones defining

to affirma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a claimed invention or because of a

The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ous

combination of plural cited inventions,

effects of the invention is particularly

the inventive step should be positively

suitable in determining an inventive

inferred if a claimed invention has an

step for the invention of which effects

advantageous effect, qualitatively

have low prediction by the constitution

different or qualitatively the same but

of the invention, such as an invention

quantitatively prominent in comparison

in chemical fields, etc.

with those of cited inventions, and if

Note) More advantageous effects: The

the advantageous effect cannot be

more advantageous effects include

foreseen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eterogeneous effects having different

from the state of the art.

characteristics from the effects of th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n

cited invention and effects that are

invention in a technical field in which

homogeneous but are remarkably

an effect of a product is difficult to

advantageous over the effects of the

predict from its structure, the

cited invention so that they cannot be

advantageous effect compared to the

predicted by a person with ordinary

cited invention is an important fact to

skill in the art based on the level of

positively infer its inventive step.

technique at the time of fil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present invention. (Examination

Chapter 2. Section 2.5(3)①)

Guidelines p.2413)

o Where advantageous effects compared
to cited inventions are described in a
specification, or where advantageous
effects are not explicitly described but
can be inferred from the statements in
the specification or the drawings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 effects
asserted or verified (e.g., experimental
results) in a written argument, etc.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effects asserted in the
written argument, which are not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and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n’t
deduce from the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or the drawings,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mination Guidelines Part II.
Chapter 2. Section 2.5(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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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ractice.

o Comparative tests may be submitted as evidence of an

o There is no requirement to submit comparative test results.

unexpected or improved effect.

o Comparative tests are usually submitted as

It is up to the applicant to decide on the kind of evidence he

evidence to show unexpected results once the USPTO has

wishes to submit in support of the nonobviousness of his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patent application.

o The comparative tests must be between the claimed

* Comparative tests should only be called for when absolutely

invention and the closest prior art.

necessary.
* If the application is for new compounds said to exhibit an
unexpected effect on which the inventive step is based, and
no effect or a different (unrelated) effect has been mentioned
in the prior art for the structurally closely related known
compounds, no comparative tests or any other kind of
evidence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an inventive
step of the new compounds.
* If the application is for new compounds said to exhibit an
unexpected effect on which the inventive step is based, and
the same effect or a related effect has been mentioned in the
prior art for structurally closely related known compounds,
comparative tests will be necessary if the applicant is unable
or unwilling to state any other evidence that would render
the existence of an inventive step plausible.
o * Whenever a comparative test is made, the comparison
must be with the technically closest prior art.* The number of
comparative steps and their distribution on the scope of the
claimed invention is to be decided on a case by case basis.
o * The criteria above have been mainly developed for
chemical compounds but apply mutatis mutandis to chemical
processes.

rebu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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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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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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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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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 othe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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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 other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