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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 특허청은 지식재산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재권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
로서 국가 간 특허 심사협력 및 국제적 지식재산제도․시스템 통일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특히 한국․미국․일본․EU․중국의 지식재산 선진 5개국(
I
P5)간 협
력체계 구축을 통해 I
P5국가 간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5개국 wor
ks
har
i
ng을
추진하여 국가 간 특허심사 협력을 단계적․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서는 I
P5
국의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합일점을 찾는 노력
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즉,“
I
P5국 심사절차 통일화 방안,명세서 기
재요건 및 1특허출원의 범위(
발명의 단일성)
”를 다루고 있다.각 주제에 대해 I
P5국
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하여 I
P5국의 심사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식재산 5대 강국 간의 심사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출원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I
P5국의 공통 심사실무지침의 마련
이라는 기반과제의 일환으로 I
P5국의 심사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2장의 “I
P5국 심사절차 통일화 방안”에서는 심사절차상 주요 항목에 대하여 I
P5
국의 현행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PLT 및 SPLT(
안)
을 참조하여 심사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우리 특허법령 및 심사기준을 국제적 통일화에 맞
추어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총칙편

에서는 권리(
절차)
의 회복제도,서류

의 송달,특허수수료의 산정방식,특허출원편에서는 특허출원일의 인정요건,공지예
외적용(
신규성의제)제도,국내우선권 제도,분할출원제도,심사․특허편에서는 보정
제도,의견서 제출기간 및 그 연장제도,심사관 직권보정 제도,심사의 중지제도,특
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다룬다.
특허출원에는 특허출원서,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라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
는데,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명세서라 할 수 있다.명세서는 다음의 두 기
능을 수행한다:첫 번째 기능은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서,출원발명에 대하
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
록 기재하는 것이다.두 번째 기능은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 중에서 어디까지 출원원이 보호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제3
자에게 무엇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인지를 고지하는 것이다.위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담당하는 것이고,두 번째는 특허청구범위가 담당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명세서에 대해 그 기재요건이 각
국마다 다르다면 출원인은 다국적 특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제3장
의 “
명세서 기재요건” 부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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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I
P5
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우리
청의 심사기준을 국제협력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특히,발명의 상
세한 설명의 실시가능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우리
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특허출원의 범위(
발명의 단일성)요건은 PCT 규정으로 그 기준이 국제적으
로 통일화 되는 추세에 있다.즉,발명의 단일성 요건 판단기준으로는,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 사이에 동일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이 관련된
기술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고,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란 각 발명에서 전체적
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I
P5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EPO․중국 등에서 동일하
게 채택하고 있다.다만,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이유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지,단일성
을 결여한 2이상의 발명이 있을 때에 어떠한 발명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
지,단일성 위반의 거절에 대응하여 보정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특징이 변경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심사절차상의 문제는 각국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이와 관련하여,현행 우리 특허법의 체계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 특허법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중에서 국제간 협력
내지 공조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가간 제도상‧실무상 차이점을 분석하고,글로벌
수준의 심사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고자,I
P5국 각국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비
교 분석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I
P5 국가의 법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심사실무 통일화의 관점에서 우리청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
하고 국제협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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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추진방향
(1)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체제 변화와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시정책에 따라,최근
전세계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였다.2008
년까지 전통적인 다출원 국가인 미국,일
본,유럽에 이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출원 또한 급증하였으며,이에 따라 한
‧미‧일‧중‧유럽 등 5개국으로부터의 출원이 전 세계 출원의 약 80
%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의 급증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의 심사부담 및 심사적체 또한 급
격히 증가하게 되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개국간 특허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
지게 되었다.
이에 2
007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 청장이 사상 최초로 회합하여 5개국
협력에 대해 논의한 이래,2008년 5월 5
개국 차장급 실무회담을 통해 5개국간 본격
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하였다.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개
국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며 5
개국 협력체제의 출범을 위해 20
08년 선진 5개국 특허
청장 회의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였으며,그 결과 2
008년 10월 27
~28일 양일간에 걸
쳐 우리나라 제주에서 선진 5
개국(
I
P5)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선진 5개국(
I
P5)특허청장 회의에서 5개국은 마침내 특허심사 관련 국제적 현
안 해결을 위한 5
개국 간 특허심사협력(
Wor
ks
har
i
ng)
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
고,세부적으로는 5
개국 협력의 비전,추진목표,향후 로드맵 및 추진체계 등에 합
의하여 합의록에 공식서명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5
개국간 심사공조 추진을
위한 10
대 기반과제의 추진에 합의하였고,국가간 2개 과제씩 주도국 역할을 수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IP5 10대 기반 프로젝트> (특허청, 2010년 지식재산백서, 167p)

주도국

10대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

유럽(
EPO)

공통 분류,공통 검색DB

일본(
J
PO)

공통출원서식,검색(
심사)
결과 공유시스템

한국(
KI
PO)

심사관 훈련 전략,기계번역

중국(
SI
PO)

심사실무․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공통통계지표

미국(
USPTO)

검색(
심사)지원도구,검색전략 공유 및 접근

이와 같은 5개국 협력체제의 출범은 기존의 개별국가가 독립적으로 심사업무
를 수행하던 것을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허심사 업
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향후 각 국의 특허제
도 및 심사환경도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전 세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표준화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국가간 특허협력 강화에 따라 국내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
는 문제가 시급하며,우리 특허청은 ‘
I
P Vi
s
i
on 실천전략’
으로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기업간 지재권 분쟁이 심화되고,지식재산 5강(
I
P5
)체제의 출범 등으
로 심사환경이 개방화되어 심사품질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하고 있으며,특히 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립하여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
PHubKor
e
a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시점에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I
P5국가의 법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그 결과에 기초하여 심사실무 통일화의 관점에서 우
리청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I
P5기반과제의 “
심사업무 국제협력”은 심사절차 및 심사실무의 통일화에 먼
저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국내 도입의 가능성 여부까지 요구하고 있으며,우리 특
허법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중에서 국제간 협력 내지 공조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가간 제도상‧실무상 차이점을 분석하고,글로벌 수준의 심사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특허제도 중에서 각 국간의 통일화가
필요한 주요 검토대상의 제도를 선정하여 I
P5국간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에 따른 통일화 방안을 논의한다.검토항목으로는 출원인 또는 특허청
이 출원 및 심사 절차에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제도를 선정하였다.
또한,명세서의 기재요건 및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을 타국의
그것과 비교 대비하여 우리청 심사기준을 보다 글로벌 수준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한다.특히,명세서 기재요건 중에서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에 대해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단일성 요건에 대해서는 PCT 기준
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우리법 체제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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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구성 및 활용방안
(1)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I
P5
국의 심사절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
제2장)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의 정립방안을 제시하는 부
분(
제3장)및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그 절차의 정립방안을 제시하
는 부분(
제4장)
으로 구성된다.
I
P5국의 심사절차 통일화 방안과 관련하여,총칙‧특허출원‧심사‧특허 각 분야
별로 몇가지 주요항목을 선정하였으며,총칙편에는 권리(
절차)
의 회복제도,서류의
송달방식,특허수수료의 산정방식,출원편에는 특허출원일의 인정요건,공지예외적
용(
신규성의제)제도,국내우선권 제도,분할출원제도,그리고 심사‧특허편에는 보정
제도,의견서 제출기간 및 그 연장제도,심사관 직권보정 제도,심사의 중지제도,특
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하여는,그에 관한 우리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다음 일반
적인 작성요건,실시가능요건,구체적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현행 우리청의 심사기
준과 타국 심사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청 심사기준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관하여는,우리법의 개정연혁과 아울러 PCT와 EPC 규
정을 서로 비교한 다음 I
P5국의 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현재 미국을 제외한 I
P5국
은 단일성 요건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PCT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은 대
동소이하다.다만,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에 있어서 국
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우리법령에 부합하면서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
는 심사방안을 제시한다.

(2) 활용방안
본 보고서는 우리 특허법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중에서 국제간 협력
내지 공조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가간 제도상‧실무상 차이점을 분석하고,글로벌
수준의 심사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고자,I
P5국 각국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비
교 분석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I
P5 국가의 법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심사실무 통일화의 관점에서 우리청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
하고 국제협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따라서 I
P5기반과제의 “심사업무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사절차 및 심사실무의 통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명세서 기재요건 및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우리청의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는데 활용하여 특허 고객에게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I
P5간 심사결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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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법조약(
PLT)
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심사절차‧실무에 관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
항은 함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인용되는 각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법률 제99
85
호,20
10
.1
.
27
.일부개정,20
10
.7
.
28
.시행.
대한민국 특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
19
17
호,20
09
.
12
.
3
0.일부개정,20
09
.
12
.
3
0.시행.
(
KI
PO) 특허법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
37
호,20
10
.
7.
27
.일부개정,2
01
0.
7
.
2
8.시행.
심사지침서(
특허‧
실용신안)
,20
09
년 추록판.
일본 특허법,改正 平成2
0.4.
1
8.法律16
号.
일본
일본 특허법시행령,改正 平成2
0.1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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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号.
(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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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P5국 심사절차 통일화 방안
우리 특허청은 지식재산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재권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
로서 국가 간 특허 심사협력 및 국제적 지식재산제도․시스템 통일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특히 전세계 특허 출원의 급증에 따른 국가 간 심사공조 및 협력 필
요성 증대에 따라 일본,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한국․미국․일본․EU․중국의 지식재산 선진 5
개국(
I
P5)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I
P5국가 간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5개국 wor
ks
har
i
ng을 추진하여 국가 간 특
허심사 협력을 단계적․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WI
PO 등 다자기구를 통한
지식재산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2008
년 ‘
I
P5특허청장 회의’
에서는 다국적 출원에 의한 심사물량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
중복 심사업무’제거를 목표로 하는 I
P5간 심사업무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이를 위해 10
개의 기반과제를 선정하고,2009
년 차장회의를 거
쳐 20
10년 3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5개국간 공통 심
사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기반과제로 삼고 있다.그 일환으로서,I
P5국의
심사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는 지식재산 5대 강국 간의 심사공
조 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출원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심사절차상 주요 항목에 대하여 I
P5국의 현행 제도를 비교 검토
하고,PLT 및 SPLT(
안)
을 참조하여 심사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방안을 논의한다.아
울러 우리 특허법령 및 심사기준을 국제적 통일화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총칙편

Ⅰ. 권리의 회복제도
Ⅱ. 서류의 송달
Ⅲ. 특허수수료의 산정방식

특허출원편

Ⅰ.
Ⅱ.
Ⅲ.
Ⅳ.

특허출원일의 인정요건
공지예외적용(신규성의제) 제도
국내우선권 제도
분할출원제도

심사•특허편

Ⅰ.
Ⅱ.
Ⅲ.
Ⅳ.
Ⅴ.

출원의
심사관
의견서
심사의
특허권

보정제도
직권보정 제도
제출기간 및 그 연장제도
중지제도
존속기간 연장제도

- 5 -

제1절 총칙편
Ⅰ. 권리의 회복제도
1. 개요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는 복잡다기하다.그러므로,그 복잡한 절차 중
하나의 절차에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도과하여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
한다.특허권을 가지기 위하여 출원인이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있지만,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너무 지나
치게 요구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그런 견지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
권자가 법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일정 조건 하에서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이익
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러므로,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회복
에 대한 편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권리회복에 관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나아가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통일화하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편의를 보
다 증진하는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IP5국의 권리회복 제도
(1) KIPO
(a) 기간연장제도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청장 등은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1) 또는 연장하
2
)다만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
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또한,지정기일에 대해서도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
3
)아울러,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
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기간(
30
일)
을 1회에 한하여 3
0일 이
내에서 연장할 수 있되,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
4
)
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절차 무효에 대한 권리회복
1) 2009년 법 개정 이전에는 ‘단축’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 등이 경과할 때까
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기간을 단축하고 다음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특허법 제15조제2항
3) 특허법 제15조제3항
4) 특허법 제15조제1항. 구 법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만이 연장청구
할 수 있었으나, 2009.1.30.자 개정법에서는 그 제한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그러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청
구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추가로 연장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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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은 제46
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그 보정
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2항은 지정기간 해태가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 절차의 추후보완
법 제1
7조는 제13
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제18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해당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
우 그 절차가 추후보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EPO
(a) 기간의 연장5)
EPC Rul
e1
34 (
Ext
e
ns
i
on ofpe
r
i
ods
)
에 따른 자동연장의 경우 및 EPC에서
연장될 수 없는 불변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만 출
원인은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EPO에 의한 지정기간의
연장은,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최소 2월 내지 최대 4월이며,단지 방식 요건
흠결이나 사소한 흠결을 정정하는 기간연장은 2
월이다.총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기간연장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그 이유가 전에 지정된 기간에서의 응신이 불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확신이 있을 때)
에만 허용된다.연장신청이 거절되었고 출원
인이 이러한 거절을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경우,출원인은 Ar
t
.121(
1) 및 Rul
e
135(
1)
에 따라 추가절차(
f
ur
t
he
rpr
oc
e
s
s
i
ng)
를 신청함으로써 후에 발생될 권리의 상
실을 회복할 수 있다.

(b) 추가절차(further processing)6)
EPO와 관련하여 기간 이내에 응신하지 못하여 유럽특허출원이 거절될 예정
이거나 거절되었거나 또는 취하간주되는 경우,출원인이 출원의 추가절차 신청을
하면 그 출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허용된다.추가절차는 기간의 미준수 또는
권리의 상실에 관한 통지(
c
ommuni
c
at
i
on)
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규정된 수수
료를 납부하면서 신청할 수 있으며,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는 신청서가 제출된 것
으로 보지 않는다.추가절차는 특허허여 이전 절차 동안의 기간 미준수에 대한 법
적인 구제절차이다.
7
) ① 추가절차 신청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② 권리 재설정 신청기간,③ Ar
t
.87(
1)
[
우선권 주장기간(
12월)
]
,④ Ar
t
.10
8
[
항소장 제출기간(
결정 통지일부터 2월)
]
,⑤ Ar
t
.11
2a(
4)
[
확대심판원에 청원서 제출
기간(
심판원의 결정통지일부터 2
월 이내)
]
,⑥ Rul
e 6(
1)
[
번역문 제출기간(
유럽특허
5) EPC Rule 132 및 Guidelines Part E Ⅷ-2 1.6.
6) EPC Art. 121(1)-(3), EPC Rule 135(1).
7) Art. 121(4) 및 Rule 1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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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부터 2월 이내)
]
,⑦ Rul
e16(
1)
(
a)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최종
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은 후 3
월 이내)
]
,⑧ Rul
e31(
2)
[
기탁정보(
기탁기관,기탁
물질의 번호,출원인 이외의 자가 기탁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성명 주소 등)
의 제출
기간(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
]
,⑨ Rul
e40
(
3
)
[
인용시 사본 제출기간(
출원일로부터 2
월 이내)
]
,⑩ Rul
e5
1(
2)
(
5)
[
갱신료 불납인 경우 추가 납부기간(
본래의 납부기간 후
6월 이내)
]
,⑪ Rul
e52(
2)& (
3)
,⑫ Rul
e5
5,56,58,59,64및 Rul
e1
12(
2)
.

(c) 권리회복8)
상당한 주의(
duec
ar
e
)
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EPO에 기간을 준수할 수 없
었던 유럽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① 기간의 미준수가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되는 경우,② 기간의 미준수가 출원의 취하
간주 또는 특허권 취소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되는 경우,또는 ③ 기간의
미준수가 다른 권리 또는 보상수단의 상실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되는 경
9
)E
우,신청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PO는 규칙에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고,그 신청이 허용되면 기간 미준수의 법적인
효과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r
t
.122
(
1
)
에 따라 권리의 회복신청은 기간 미준수의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
월 이내(
그러나 늦어도 미준수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에
10
) 및 Ar
11
)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그러나 Ar
t
.8
7(
1)
t
.112
a(
4)
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권리의 회복신청은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규
정된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는 권리의 회복신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
청서에는 근거가 된 이유를 기재하고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미준수 행위는 신청
서를 제출하는 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추가절차가 이용될 수 있는 기간에 관해서는 권리회복 절차가 적용되지 않지
만,출원인이 그 기간 이내에 추가절차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Ar
t
.12
2에 따른
권리의 회복은 추가절차 신청을 위한 기간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권리 회복
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에 관해서도 권리의 회복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8) EPC Art. 122, EPC Rule 136 (Re-establishment of rights)
9) EPC Article 122 Re-establishment of rights. (1) An applicant for or proprietor of a European patent
who, in spite of all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was unable to
observe a time limit vis-à-vis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have his rights re-established upon
request if the non-observance of this time limit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the refus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of a request, or the deeming of the application to have been
withdrawn, or the revo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or the loss of any other right or means of
redress.
10) Art. 87(1) : 우선권 주장기간(12월).
11) Art. 112a(4) : 확대심판원에 청원서 제출기간(심판원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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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PTO
(a) 기한의 연장
1
3
)
특허등록 수수료 납부기간12)
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1
4
) 또는 단축된 법정기간(
응신에 관련된 비법정기간(
nons
t
at
ut
or
y pe
r
i
od)
s
hor
t
e
ne
d
1
5)
s
t
at
ut
or
yt
i
mepe
r
i
od)
에 대한 연장은 법정 최대 기간의 만료일 또는 응신을 위

해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5
월 중 빠른 날까지 가능하며,수수료 금액에 따라 연장
1
6
) 한편,응신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고,상기
기간이 달리 정해진다.

한 연장 규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합당한 기간 동
안 응신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다만,이를 위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한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연장 가능한 경우라도 법정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1
7
)
는 없다.

37CFR 1.
136에 따른 연장 신청 규정 외에도 특수한 경우,예를 들면 연방순
회항소법원에 제출되는 항소를 위한 기간 연장은 37CFR 1.
304에서,결정계 재심사
절차에서의 기간 연장은 37CFR 1.
550(
c
)
에서,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에서의 기간 연
장은 37 CFR 1.
956에서,BPAI
의 분쟁건에서의 기간 연장은 3
7 CFR 41.
4(
a)및
41.
121(
a)
(
3)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출원이 국가에 귀속되고 발명이 국가 방위
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특허청장은 응신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
다(
35USC 267)
.

(b) 권리회복
포기된 출원이나 종료된 재심사 절차 또는 소멸된 특허에 대한 권리의 회복
1
8
)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응신이
에 대해서는 37 CFR 1.
137
에서 규정하고 있다.

12) 출원이 허여된다는 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면, 특허 등록료는 출원인에게 허여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특허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로 간주된다(35
USC 151).
13)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JAPAN), 2008. 3, 주요국에 있어서 특허법조약 준거의 제도, 운용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 참고.
14) 불복 심판에서의 심판청구 이유서(appeal brief) 제출 기간은 비법정기간의 예이며, 비법정기간은 37 CFR
1.136(a)에 의해 응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5월 이내의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37 CFR
1.136(b)에 의해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함(MPEP 710.02(d)).
15) 35 USC 133의 적용을 받는 응신 기간으로서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단축된 법정기간이 사용되며
(MPEP 710.01), 응신 종류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로 구분됨(MPEP 710.02(b)).
16) 37 CFR 1.136(a)(1)
17) 37 CFR 1.136(b)
18) 37 CFR Rule 136 Re-establishment of rights. (1) Any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under
Article 122, paragraph 1, shall be filed in writing within two months of the removal of the cause of
non-compliance with the period, but at the latest within one year of expiry of the unobserved time
limit. However, a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in respect of any of the periods specified in
Article 87, paragraph 1, and in Article 112a, paragraph 4, shall be filed within two months of expiry
of that period. The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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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것이 불가피한(
unavoi
dabl
e
)것이었던 경우,통지에 대해 요구되는 응신,수
수료,지연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에 대한 소명,및 존속기간 포기서를 첨부하여 출원
또는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응신이 지연된 것이
비의도적(
uni
nt
e
nt
i
onal
)
이었던 경우,통지에 대해 요구되는 응신,수수료,지연이 비
의도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소명,및 존속기간 포기서를 첨부하여 출원 또는 권리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37CFR 1.
137(
a)
(
3)& (
b)
(
3)
)
.
특허청장은 비의도적인 지연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37CFR 1
.
13
7(
b)
(
3)
)
.미국 특허청은 지연이 된 원인에 대한 추가
적인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출원인이 신의 성실의 의무에 따라 행
동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다(
MPEP 711.
03(
c
)
)
.권리회복
신청이 거절될 경우,그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신청은 권리회복 신청에 대한 결
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가능하다.

(3) JPO
(a) 기간연장제도
특허청장 등은 지정기간을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1
9
) 심판장은 법의 규정에 의해 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 청구에 의해 또는
있으며,
20
) 또한,특허청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제46조의2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
한 특허출원)제1항제3호,제108조(
특허료의 납부기한)제1
항,제121조(
거절사정불복
심판)제1항 또는 제173
조(
재심의 청구기간)제1
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
2
1)
다.

(b) 절차 무효에 대한 권리회복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수행한 경우 그 절차 또
22
) 이 규정은 우리 특허법의 제1
는 출원을 각하할 수 있다.
6조에 대응되는 것인데,

우리 특허법 제1
6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경우 절차의 무효가 취소될 수
until the prescribed fee has been paid.
(2) The request shall st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and shall set out the facts on which it
relies. The omitted act shall be completed within the relevant period for filing the request according
to paragraph 1.
(3) Re-establishment of rights shall be ruled out in respect of any period for which further
processing under Article 121 is available and in respect of the period for requesting
re-establishment of rights.
(4) The department competent to decide on the omitted act shall decide on the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19) 일본특허법 제5조제1항
20) 일본특허법 제5조제2항
21) 일본특허법 제4조
22) 일본특허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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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일본 특허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및 재심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법정기간 내에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
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
4일(
재외자의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기간의 경과 후 6월
2
3
)
이내에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5) SIPO
(a) 기한 연장
당사자가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기한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
2
4)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의 만료 전에만 가능하고,또
다.

기한연장에 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다만,전리법 제24
조(
우리 특
2
5) 제2
허법 제30조에 대응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규정)
,
9조(
우리 특허법 제
2
6
) 제4
54조에 대응하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규정)
,
2조(
우리 특허법 제88
2
7
) 제6
조에 대응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
2조의28) 규정의 기한에는 적
2
9)
용되지 않는다.

(b) 권리회복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본 세칙 규정의 기한 또
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3
0
)나아가,당사자가 정당한 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기
23) 일본특허법 제121조제2항, 제173조제2항
24) 중국 전리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25) 第二十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一）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二）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三）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26) 第二十九条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
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
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Z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
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Z。
27) 第四十二条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年，均自申请日起计算。
28) 第六十二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Y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
构成侵犯专利权Y。
* 본 규정은 우리 특허법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특허권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 하며, 특허권자 또는 이
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중국 전리법 시행세칙 제7조 제3항
30) 중국 전리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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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도과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전리법 제2
4조,제29조,제42
조,제62조의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되지
3
1
)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권리회복의 기간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법정기한과 지정기한
을 망라하여 가능하고,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을 주고,권리회복
신청 사유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정당한 이유”를 두고 있다.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
된다.

(6) 영국
영국 특허법은 특허법조약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영국의 권리회복 제도
는 향후 우리법에서 PLT를 반영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a) 지정기간의 연장32)
특허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한 지정기간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기
간연장신청을 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33)
을 준수하는 경우,특허청장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즉 연장신청서가 서면(
예컨대,서신,팩스 또는 이메일)
으
로 작성되고 그리고 연장신청서가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전(
be
f
or
et
hee
nd oft
he
3
4
) 출원인(
e
xt
e
nde
d pe
r
i
od)
까지 작성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권의 소

유권자)
은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에 의한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3
5
)기간의 연장은 2
3
6
)UK Ar
번 할 수 있다.
월이고,
t
.11
7B(
3)
에 따라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37) 또는 UK Ar
t
.2
0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38)
의 만료일 중 빠른 날에
31) 중국 전리법 시행세칙 제7조 제3항
32) UK Art. 117B (Extension of time limits specified by comptroller).
33) 신청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또한 규정된 기간(UK Art. 117B가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월, 연장불
가)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Patents Rules 2007 109).
34) UK Rule 109의 요건
35) Manual of Patent Practice 117B.02.
36) 이 기간(2월)은 오직 한번만 연장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의 재량에 의해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추
가연장신청이 적당하다고 특허청장이 생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추가연장신청서에는 신청이유가 기재되어
야 한다. UK Art. 117B(4)(5).
37) UK Art. 117B(3)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간은 UK Art. 117B(2)가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월임(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음, Schedule 4, part 1)
38) "준수기간(compliance period)"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4년 6월 또는 1차 실
체심사 보고서(the first substantive examination report)가 출원인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12월의 기간 중 늦
은 기간을 말한다. 신규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의한 출원인 경우 준수기간(compliance period)은 이전출원과
관련한 위의 준수기간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개시일(the initiation date)로부터 18월의 기간 중 늦은 기간이
다. 신규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준수기간은 이전출원과 관련한 위의 준수기간이다. 위의 준수기간의 만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차 의견서(the first observations report)가 출원인에게 발송되는 경우, 그때의 준수기
간은 이러한 의견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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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한다.

(b) 출원의 회복
3
9
) UK Ar
4
0
) 및 규칙에 따라 행하여
UK Ar
t
.20A⑵의 요건,
t
.20A⑶의 배제,

진 신청서를 조건으로,UK Ar
t
.2
0A는 출원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규
정된 기간(
법정기간)또는 지정기간 이내에 출원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원이 거절(
r
e
f
us
e
)
되었거나 또는 취하(
wi
t
hdr
awn)
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출
원의 회복에 대한 규정이다.
특허출원의 회복신청에는 출원인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특허출원의 회복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
간은 ⒜ 미준수(
nonc
ompl
i
anc
e
)
의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2월,또는 ⒝ 그 특허출원
4
1
)이러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소멸된 날부터 12월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이며,

⒜ 출원인이 출원회복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및 ⒞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
고의”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특허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특허청장은 거절된 출원 또는 거절되었거나 취하된 출원을 회복
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의 소멸과 그 회복 사이의 기간 동안 특허출원에 관하여 행하여진
4
2
) 특허출원이 소멸되기 전에 출원공개가
어떠한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된 경우,그 기간 동안 그 소멸이 없었더라면 출원공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
해43)
를 구성했었을 행위가 ⒜ Ar
t
.20A⒝⑴에서 규정된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 때에
행해지거나 또는 ⒝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선행행위의 계속 또는 반복인 경우에
는 그러한 권리의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출원의 종료 전에 출원이 공개되고 그리고 그 종료 후 회복신청 통지의
공표 전에 제3자가 선의(
i
n good f
ai
t
h)
로 그 종료가 없었더라면 출원공개에 의해
39) UK Art. 20A (Reinstatement of applications) (2) Subject to subsection (3) below, the comptroller
shall reinstate the application if, and only if - (a) the applicant requests him to do so; (b) the
reques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rules [Rule 32]; and (c) he is satisfied that the
failure to compl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bove was unintentional.
40) UK Art. 20A (Reinstatement of applications) (3) The comptroller shall not reinstate the application
if - (a) an extension remains available under this Act or rules for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bove; or (b)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bove is set out or specified (i)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mptroller; (ii) for the purposes of section 5(2A)(b)
above; or (iii) for the purposes of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or section 117B below.
41) UK Rule 32 (Reinstatement of applications under section 20A)
(1) A request under section 20A for the reinstatement of an application must be made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not extendable: Schedule 4].
(2) For this purpose the relevant period is— (a) two month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e
removal of the cause of non-compliance occurred; or (b) if it expires earlier, the period of twelve
month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terminated.
42) UK Art. 20B (Effect of reinstatement under section 20A).
43) UK Art. 69 (Infringement of rights conferred by publication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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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권리의 침해를 구성했었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경우 또는 선의로 그러한 행
위를 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중요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제3자는 출원의 회복 및
특허의 허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다만,그러한 권리
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확장되지는 않는다.

(c) 특허의 회복
A.연차료(
r
e
ne
walf
e
e
)납부44)
특허 연차료가 규정된 기간이 끝나는 달 이후 6월의 기간 동안 연차료 및 추
가료가 납부되면,그 특허는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따라서 그 추가기간
(
f
ur
t
he
rpe
r
i
od)동안 그 특허 하에 또는 그 특허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어떠한 행
위도 유효하여야 하고,특허가 소멸되지 않았더라면 침해를 구성하였을 행위는 침
해로 되어야 한다.
연차료가 연장된 기간(
e
xt
e
nde
d pe
r
i
od)이내에 납부되면 그 특허는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그러나 연차료가 예정된 기간으로부터 6
월의 만료일까지 납부되
4
5)
지 않는 경우,그 특허는 출원일 기준의 연차(
a
nni
ve
r
s
ar
y)
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B.실효된 특허의 회복46)
이 규정은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이다.실효된 특허의 회복신청에는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증거가 신청서에 수반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러한 증거의
제출기간을 지정한다.
특허권의 소유권자가 ⒜ 규정된 기간 이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 또
는 ⒝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달로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와 추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비의도적(
uni
nt
e
nt
i
onal
)
이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특
허청장은 미납된 연차료와 규정된 추가료의 납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허의 회복을
4
7)
명하여야 한다.

C.특허회복의 효과48)
44) Patents Act 25(3), Patents Rules 2007 UK Rule 37(fist renewal) 및 UK Rule 38(subsequent
renewals), Manual of Patent Practice 25.06 및 25.07.
45) 연차료가 공식적으로 허여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연장을 위한 추가료 납부와 함께)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주 이내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가 지금 소멸되었고 회복신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추
가통지를 특허권자에게 발송한다.
46) UK Art. 28, UK Rule 40 (Restoration of lapsed patents under section 28), Manual of Patent Practice
28.02-28.08.
47) UK Art. 28 (Restoration of lapsed patents) If the comptroller is satisfied that the failure of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 (a) to pay the renewal fe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r (b) to pay that
fee and any prescribed additional fee within the period ending with the sixth month after the month
in which the prescribed period ended, was unintentional, the comptroller shall by order restore the
patent on payment of any unpaid renewal fee and any prescribed additional fee.
48) UK Art. 28A(Effect of order for restoration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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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소멸된 날과 회복된 날 사이에 그 특허와 관련하여 또는 그 특허
하에 행하여진 어떠한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특허권이 소멸된 날과 회복
된 날 사이에 그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했었을 행위는
4
9
)
다음의 경우 침해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UK Ar
t
.25(
4)
에 따른 추가납부

기간에 실시된 경우,또는 ⒝ 침해행위의 계속(
c
ont
i
nuat
i
on)또는 반복(
r
e
pe
t
i
t
i
on)
인
경우.
만약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후 회복신청 통지의 공표 전에 제3
자가 선의(
i
n
good f
ai
t
h)
로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았었더라면 침해를 구성했었을 행위를 하기 시
작한 경우 또는 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제3자는 특허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할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할 권리를 가진다.다만,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확장되지는 않는다.

3. PLT의 권리회복 제도
(1) PLT 제11조 기한에 관한 구제 규정
Patent Law Treaty (PLT)

Regulations under PLT

A.
1
1(
1
)[
기한의 연장]체약당사자는 출원 또는 특
허에 관하여 관청에 대한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에 대하여,기간연장에
대한 취지의 신청이 본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관청으로 제출되고 당해 신청이 체약당사자
의 선택에 따른 아래의 시기 중 하나에 이루어진
경우,규칙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에 대하여 그 연
장을 규정할 수 있다.
(
i
)그 기한의 만료 전;또는

조약 제11
조(
1
)
에 따른 요건](
a)체약당사자
R1
2(
1)[
는 조약 제1
1조(
1
)
에서 언급된 신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i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
(
i
i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취지의 표시 및 해당 기
한의 확인이 포함될 것.
(
b)기한의 연장을 위한 신청이 그 기한의 만료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체약당사자는 그 신청의 제출과
동시에 관련 기한에 적용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도록
(
i
i
)그 기한의 만료 후이면서 규칙에서 규정된 기 요구할 수 있다.
한 이내.
R.
1
2(
2)[
조약 제11
조(
1
)
에 따른 기간 및 기한]
(
a
)조약 제1
1조(
1
)
에서 언급된 기한에 관한 연장기간
은 그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
개월이어야 한다.
(
b)조약 제11
조(
1
)
(
i
i
)
에서 언급된 기한은 그 연장되
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2
개월보다 일찍 종료
되지 않아야 한다.

49) UK Art. 25(Term of patent) (4) If during the period ending with the sixth month after the month in
which the prescribed period ends the renewal fee and any prescribed additional fee are paid, the
patent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s if it had never expired, and accordingly - (a)
anything done under or in relation to it during that further period shall be valid; (b) an act which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it if it had not expired shall constitute such an infringement; and
(c) an act which would constitute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for the services of the Crown if
the patent had not expired shall constitute tha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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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aw Treaty (PLT)

Regulations under PLT

A.
1
1(
2
)[
절차의 계속]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하여 관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
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또한 당해 체약당사자
가 단락 (
1)
(
i
i
)
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체약당사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
면,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계속 및 필요
하다면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출원인 또는 권리
자의 권리의 복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
i
)그러한 취지로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당해 관청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i
i
)당해 신청이 제출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기한
에 관하여 적용된 모든 요건이 규칙에서 규정된
기한 이내에 준수되는 경우.
A.
1
1(
3
)[
예외]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규정된 예외
사항에 관하여는 단락 (
1)또는 (
2
)
에서 언급된 구
제를 규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A.
1
1(
4
)[
수수료]체약당사자는 단락 (
1)또는 (
2)
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A.
1
1(
5
)[
다른 요건의 금지]체약당사자는,본 조약
또는 규칙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락 (
1
)또는 (
2)
에 따라 규정된 구제에 관하여
단락 (
1
)내지 (
4
)
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요
건을 요구할 수 없다.
A.
1
1(
6
)[
거절 의도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단락
(
1)또는 (
2
)
에 따른 신청은,해당 의도된 거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출원인 또는 권리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거절되지 아니한다.

조약 제1
1조(
2
)
(
i
)
에 따른 요건]체약당사자는
R.
1
2(
3)[
제1
1조(
2
)
에서 언급된 신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i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
(
i
i
)기한의 미준수에 관한 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표시 및 해당 기한의 확인이 포함될 것.
R.
1
2(
4)[
조약 제1
1조(
2
)
(
i
i
)
에 따른 신청의 제출 기한]
조약 제11
조(
2
)
(
i
i
)
에서 언급된 기한은,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였음에 대한 관청에 의한 통지 후 2
개월보다 일찍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R.
1
2(
5)[
조약 제11
조(
3
)
에 따른 예외](
a)체약당사자
는 조약 제11
조(
1)또는 (
2)
에 따라 아래의 구제를
인정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i
)조약 제1
1조(
1)또는 (
2)
에 따라 이미 구제가 인정
되었던 기한에 관한 2
차적 또는 기타 후속적 구제;
(
i
i
)조약 제11
조(
1
)또는 (
2
)
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
2조(
1
)
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의 제출에 대한
구제;
(
i
i
i
)특허유지료의 납부를 위한 기한에 관한 구제;
(
i
v)조약 제13
조(
1
)
,(
2)또는 (
3)
에서 언급된 기한에
관한 구제;
(
v)관청의 체제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
기관에 대한 행위를 위한 기한에 관한 구제;
(
vi
)복수 당사자간 절차에서의 행위를 위한 기한에
관한 구제.
(
b)관청에 대한 절차에서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최대 기한을 규정하는 체약당사자의 경우,그
요건에 관하여 당해 절차의 기한에 관한 구제를 그
최대 기한을 초과하여 인정하도록 조약 제1
1조(
1
)또
는(
2)
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PLT 제12조 권리회복 제도 규정
Patent Law Treaty (PLT)

Regulations under PLT

A.
1
2(
1
)[
신청]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관청에 대한
절차에서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 미준수가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상실을 직접적으
로 초래하는 경우,관청은 아래의 요건이 모두 준
수되면 관련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하여 출원인 또
R.
1
3(
1)[
조약 제1
2조(
1
)
(
i
)
에 따른 요건]체약당사자는
는 권리자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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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Law Treaty (PLT)

Regulations under PLT

(
i
)그러한 취지로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조약 제12
조(
1)
(
i
)
에서 언급된 신청이 출원인 또는 권
당해 관청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것;
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i
i
)당해 신청이 제출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기한
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규칙에서 규정 R.
1
3(
2)[
조약 제12
조(
1
)
(
i
i
)
에 따른 기한]조약 제1
2조
된 기한 이내에 준수될 것;
(
1)
(
i
i
)
에 따른 신청 및 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기
(
i
i
i
)당해 신청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기 한은 아래의 기한들 중 먼저 만료하는 것이어야 한
재될 것;및
다:
i
)당해 행위를 위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의
(
i
v)당해 관청이,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상당 (
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준 소멸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는 체약당사자의 선택으 (
i
i
)당해 행위를 위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로 그 지연이 비의도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
1
2개월,또는 특허유지료의 미납에 관한 신청의 경
A.
1
2(
2
)[
예외]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규정된 예외 우에는 파리협약 제5조의2
에 따라 규정된 유예기간
사항에 관하여는 제1
항에 따른 권리의 회복을 규 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A.
1
2(
3
)[
수수료]체약당사자는 제1
항에 따른 신청
에 대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A.
1
2(
4
)[
증거]체약당사자는 단락 (
1
)
(
i
i
i
)
에서 언급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선언서 또는 기타 증거가
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이내에 관청으로 제
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1
2(
5
)[
거절의도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단락
(
1)
에 따른 신청은,신청인에게 거절의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R.
1
3(
3)[
조약 제1
2조(
2
)
에 따른 예외]조약 제12
조(
2)
에서 언급된 예외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한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
i
)관청의 체제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
기관에 대한 행위를 위한 기한;
(
i
i
)조약 제11
조(
1
)또는 (
2
)
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
2조(
1
)
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을 위한 기한;
(
i
i
i
)조약 제1
3조(
1
)
,(
2
)또는 (
3)
에서 언급된 기한;
(
i
v)복수 당사자간 절차에서의 행위를 위한 기한.

(3) PLT 제11조 및 제12조 요약(기한 미준수를 구제하는 PLT 제도)
구분

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 Limits

PLT 규정

Art. 11(1)

대상 기간

지정기간

절차계속
Continued Processing
Art. 11(2)

권리회복
Reinstatement of Rights
Art. 12
모든 기간

모든 지정기간에 적용

기한만료 후 2개월 이내 기한을 관청이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를
연장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
인정한 경우

신청 기한

기한만료 전 또는
기한만료 후 2개월 이내

통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요건

서명+취지+기한+요건준수(△), 기한 미준수 이유 기재 불필요

서명+요건준수+이유기재+

적용 제외
가능 기한

이차적 구제를 위한 기한, 구제신청 기한
특허유지료 납부 기한, 우선권주장 기한
심판원 절차 기한, 복수당사자간 절차 기한

심판원 절차 기한
구제신청 기한, 우선권주장 기한
복수당사자간 절차 기한

적용 경우

기한준수와 동일한 효과
절차에
대한 효과

절차의 중지 후 절차의 계속
필요하면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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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소멸일부터 2개월 또는 기간만
료일부터 12개월 중 빠른 날

권리의 상실 후 권리의 회복 ??

구분
중용권

기한연장
Extension of Time Limits
관련 없음

절차계속
Continued Processing
규정 없음

권리회복
Reinstatement of Rights
체약국 재량 사항

4. 시사점
현재 I
P5국의 권리회복제도를 볼 때,PLT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EPO와 미국
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권리회복을 인정하고 있지만,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권리회복과 관련하여서는 특허법조약(
PLT)제11
조 및 제12조가 매우 자세하게 관련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PLT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결과적으로 PLT 규정에
따라 각국의 권리회복제도가 통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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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류의 송달
1. 개요
서류의 송달이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처분을 비롯하여 관계인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알
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의 작용을 말한다.송달은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
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5
0
)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령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권리의 득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송달대상서류로 규정하고51) 이들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송달대상서류 이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법상 송달 규정
(1) 특허법
송달의 방식에는 교부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5
2
) 송달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송달,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등이 있다.
5
3
) 송달할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5
4
)다만,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
국내에 한한다)
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5
5
)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한편,2
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출원의 포기 등 특별한 사
56
)2
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므로,
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누구에

게 송달하여도 무방하다.또한,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중
50) 이러한 의미에서 송달은 서류나 의사가 사실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특별히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송부나 통지와 구별된다.
51) 송달대상서류: 특허여부결정의 등본(특§67②), 특허이의신청서 부본(특§70②),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
(특§75②),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의 결과(이의신청 준용)(특§157⑤)”, 특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
처분 통지서(특령§17) 특허법 제214조제3항에 의한 결정 등본(특령§17)
52) 특허법 제219조, 시행령 제18조제1항
53) 특허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54) 특허법시행령 제18조 제8항
55) 특허청에서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②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③
그 외의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0조(서류의 발송)]
56)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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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a) 우편송달
특허법에서는 송달서류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
5
8
)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이는 민사소송법의 교부송
정하여,

달 원칙59)
과는 차이가 있다.
우편송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한다.다만,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6
0
)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b)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그 수령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교부송달을 실시한 수
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6
1
)
한다.

(c)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특허청장 등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6
2
) 정보통신망를 이용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을 실시할 수 있다.
6
3
) 정보통신망을 이용
자는 미리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 송달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송달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
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여기서,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실제적인 의미는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면서64) 수취방
법으로서 “
온라인 수령”을 희망한 자에 대하여 “특허넷(
KI
POne
t
)
시스템”65)
을 통한
57) 특허법시행령 제18조제6항
58) 특허법시행령 제18조(서류의 송달등)
59)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
60) 특허법시행령 제18조 제10항
61)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제1호
62) 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63) 특허법 제28조의4
64)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3.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 이용신고서). 신고서에는 신고인, 비밀
번호 및 수취방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65) 특허청은 1992년부터 특허행정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를 통해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특허행정정보화계획을 본
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핵심사업인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1999년 1월에 개통하였다.(최종인, “특허
행정 정보화시스템, 특허넷(KIPOnet)” http://web.scourt.go.kr/docs/07/6.htm) 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출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1998년9월23일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하여 제28조의2-5 규
정 등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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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달을 말한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로는,법령에 특
6
6)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특별송달서류)
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가 이에 포함된다.

(d) 특별송달
송달서류가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6
7) 우
문 또는 결정문인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은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
68
)이 제도를 둔 것은,위 송달서류는 다른 서류와
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는 달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송달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e) 공시송달
A.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이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그 서류
를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특수한 송달방법
6
9
) 공시송달이 있게 되면 공시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송달을
이다.
7
0)
받을 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을 할 자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
7
1)
7
2
)예컨대,피심판청구인에
였으나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대하여 청구서 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로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바로 그
이후의 서류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원부에 피심판청구인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관련 행정기관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조
사하여 보는 등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73
)
볼 수 없다.

66)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67) 시행령 제18조 제3항
68)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69) 특허법 제219조
70) 공동출원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들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5후 182 판결).
71)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후3508 판결
72) 특허청, 심사지침서 제1부 제6장 3.2. 반송서류의 취급(공시송달 방법) (“여기에서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
여 송달할 수 없는 때란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을 하려면 최소한 한번은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주소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
다. 다만, 심사관은 심사사무취급규정 및 특허넷 시스템에 반영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송달
받는 자에게 송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73) 대법원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상표등록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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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시송달의 방법 및 그 효력발생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
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
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C.요건위배 공시송달의 효력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요건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
달을 명하여 민사소송법 제195
조 이하의 공시송달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
74
)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
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특허법 제219
조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에 위배된 경우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특허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법원 판례는 “공시
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
7
5
) 특허절차와 같은
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절차의 일종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
7
6
) 따라서 특허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 제219조의 공시송달은 일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과는 그 절차 및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특허청이 실시한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
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더구나,특허법은 민사소
송법과는 달리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절차의 추완을 허용하고 있
7
7) 만일 공시송달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제는 추완 절차
지 않으므로,

에 의하도록 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한계가 있다.

(f) 재외자에 대한 항공등기우편 송달
원칙적으로 재외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로서 특허관
리인(
재외자의 특허절차를 대리하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
이 있는
7
8
) 그러나,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
74)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
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
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5)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후 182 판결
76)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대법원 1905.8.22. 선고 95누3909 판결
77) 특허법 제17조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특허법과 같이
기간만료일로부터의 일정 기간에 의한 제한은 없다.
78) 특허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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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송할 수 있다.이와 같이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재외자는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7
9
)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일단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선임된 특허관리인을 해임하는 등의 이유로 특허관리인 없이 특허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서류의 송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음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2) 행정절차법
행정행위의 통지란 행정청이 처분의 관계 당사자에게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
용을 알 수 있도록 직무상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원칙적으로 개별통지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시나 공고등 공적인 통
지를 한다.개별통지의 특수한 경우로서 행정행위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명확히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송달”이 행해진다.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
대
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
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
주소등"
)
로 한다.다만,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8
0
)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
있다.
8
1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송달받
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
여야 한다.

(a) 교부에 의한 송달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송달하
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82
)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b)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이 경우
8
3
) 정보통신망을 이용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84
) 여기서,"
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79) 특허법 제5조
80)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항
81)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
82)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83)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84)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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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
정보통신망"
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
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8
5
)
통신체제를 말한다.

(c) 공시송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8
6
) ① 송달받을 자의
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와 같
이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8
7)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민사소송법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절차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하며,송달은 통지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a) 교부송달
8
8
)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
송달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며,

류의 등본이나 사본을 교부하는 송달을 말한다.
보충송달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경우로서,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8
9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
①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송달:

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하는 송달로서,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물을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송달을 말한다.
9
0
)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②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때,그의 사용자‧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물을 분
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하
는 송달을 말한다.
유치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교부받기를 거부하는
9
1
)
때에 하는 송달로서,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85) 행정절차법 제2조 제8,9호
8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87)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88) 민사소송법 제178조
89)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90) 민사소송법 제1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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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편송달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경신
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9
2
) 이 경우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등기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송달을 말한다.
9
3
)
우편 발송 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c) 송달함 송달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 등의 송달방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은 함(
송달함)
을 설치하여 여기에 송달할 서류를 넣는 방법의 송달
9
4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
9
5
)
을 말한다.
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d) 공시송달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9
6
) 당사자의 주소 또는
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송달을 말한다.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
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판장의 명령으로 한다.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
기지만,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
9
7
)
긴다.

(e)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①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전화‧팩스‧전
9
8
)
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사이의 직접 송달:양쪽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
한쪽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송달할 서류의 부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전
9
9
)
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91)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92) 민사소송법 제187조
93) 민사소송법 제189조
94) 민사소송법 제188조
95) 민사소송법 제188조제3항
96)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97)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98) 민사소송규칙 제46조
99) 민사소송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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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으로의 서류 송달
(1) 우리 특허법의 규정
우리 특허법에는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
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지만,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항공등기우편”
1
0
0
)이와 같이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
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재외자에 대해 특허관리인 없이 특허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서류의 송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등기우편의 방식으
로 송달할 수 있음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 참고: 민사소송법의 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하여,외국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촉탁송달을 규정
하고 있으며,이는 국가 간의 조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촉탁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a) 촉탁송달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1
0
1
) 이러한 촉탁송달은 그 외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국과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이나 국제관행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우리나라는 호
주 및 중국과 사법공조조약을 맺었으며,2000
.8.1.
부터는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
1
02
)
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
이라는 다자조약의 적용을 받

고 있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나 호주 또는 중국과의 민사사법공조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 조약
의 규정이 적용된다.

(b) 공시송달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의
1
0
3
) 양국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간에 달리 적용될 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도 법원게시판 게시,관보·
공보‧신문
1
0
4
)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100) 특허법 제220조
101)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102) 헤이그송달협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103)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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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이는 일반 공시송달에 대해서 2
주인 것과 차이가 있다.다만,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일반 공시송달과 같이 그 실시한 다음 날부터
1
05
)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상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 및 공시송달
✔ 이하의 내용은 “법원실무제요”(http://100kwa.net), 민사소송[Ⅲ] “제38장 국제민사사법공조”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Ⅰ. 국제민사사법공조; 외국으로의 송달촉탁
1. 개요
(1)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념
국제적 성격을 지닌 민사소송에 있어 그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며,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 당국에 증인신문 등의 협조
를 요청하여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는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서류를 외
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2)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국제민사사법공조업무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있다.이 법
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철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리고 그 하위규범으로서 국제민사사법공
조규칙은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
31
5,민
사공조예규)
'
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관련사항을 정하고 있다.위 법·
규칙 및 예규는 민사사
건 외에 가사사건 기타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하도
록 되어 있다(
민사공조예규 제2
조)
.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가 20
00.1.16
.
부터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
약(
Tr
e
a
t
y on J
udi
c
i
alAs
s
i
s
t
a
nc
ei
n Ci
vi
la
nd Comme
r
c
i
alMa
t
t
e
r
s be
t
we
e
nt
he
Re
publ
i
cofKor
e
aa
nd Aus
t
r
a
l
i
a
,'
한·
호 조약'
)
'및 20
04.4
.2
7.
부터 '
대한민국과 중
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Tr
e
at
y be
t
we
e
nt
heRe
publ
i
cofKor
e
a
a
nd t
hePe
opl
e
'
sRe
publ
i
cofChi
naonJ
udi
c
i
ala
s
s
i
s
t
a
nc
ei
nCi
vi
land Comme
r
c
i
a
l

104) 민사소송규칙 제54조
105)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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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t
e
r
s
,'
한·
중 조약'
)
'
이라는 2개의 양자조약,그리고 2
000
.8.1
.
부터 '
민사 또는 상사
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Ha
gueConve
nt
i
on on t
he
Se
r
vi
c
e Abr
oa
d ofJ
udi
c
i
aland Ext
r
a
j
udi
Ci
a
lOoc
ume
nt
si
n Ci
vi
lorComme
r
c
i
al
1
06
)
1
0
7) 국제
Mat
t
e
r
s
,'
헤이그송달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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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다자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공조법 제3조)
,헤
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나 호주 또는 중국과의 민사사법공조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적
으로 헤이그송달협약이나 한·
호 조약 또는 한·
중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외국으로의 촉탁
(1) 간접실시방식과 직접실시방식
외국으로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의 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을 외국의 당국이나 관
할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는 간접실시방식과,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
사·
공사 또는 영사로 하는 직접실시방식(
이 경우 송달의 촉탁을 '
영사송달방식'
이라고
약칭함)
으로 나누어진다.민사소송법 제191
조는 외국에서 실시하는 송달에 있어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실시방식은 직접실시방식에 비해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는 단점이 있으나,송달의 실시를 완전히 피촉탁국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피촉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강제력의 행사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반하여 직접실시방식은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
점이 있다.다만,직접실시방식의 경우 강제력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므로,수송달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 간접실시방식의 원칙
외국으로의 촉탁은,그 국가와 조약관계가 있든 없든,당해 외국의 기관에 대하
여 하는 간접실시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간접실시방식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 관할 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식(
관할법원방식)
과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
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
중앙당국방식)
이 있다.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송달협약,한·
호 조약 및 한·
중 조약은 관할법원 방식 대신 중앙당국방
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경우에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당국방식을 이용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법원방식에 의하게 된다(
민사공조법
제3조,제5조 제1
항,제6조)
.

(3) 직접실시방식의 예외적 적용
A.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한 송달의 실시
간접실시방식에 의한 송달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직접실시방식
에 의하는 것이 허용된다.그 첫째 경우로서,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
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 대사·
공사‧
영사에게 사법공조촉탁을 할 수 있다(
민사공조법 제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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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8)
항제1호 전단)
.

B.파견국 국민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직접실시방식의 적용 문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가 송달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파
견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달을 받을 자가 파견국 국민이 아닌 경우
에는 위 협약을 근거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영사 파견국의 법원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자국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
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
2.7.14.선고 92
다
2
585판결)
.
이와 달리,헤이그송달협약 제8조는 원칙적으로 송달 대상자의 국적 제한 없이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되,송달이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한 것
이 아닐 때에는 각 당사국이 이러한 방식의 송달에 반대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할 당시 협약 제8조에 따른 반대선언을
하였다.따라서 상호주의 관점에서 송달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7
6.2.3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미국에서 할 송달은 그 대상이 한국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인과 제3국 국민인 경
우에도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공사‧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3. 외국에의 송달촉탁시 유의사항
(1) 외국송달 사유
통상 수송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송달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그러나 주소나 거소 이외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도 송달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
조제1
항)주소나 거소 등은 외국에 있더라도 영업소나 사
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굳이 외국송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상법 제614
조,제2
09조)그 대표자는 외국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역시 외국송달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그 밖에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
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수송달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
조제3
항)국내에서 이러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2) 기일지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외국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통지를 위하여 송달을 하
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송달에 소요
되는 기간은 대상국가와의 지리적 거리,협조상황에 따라 달라지고,또한 사법공조방
식 중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직접송달방식인 영사송달방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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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로 짧다.반면 간접송달방식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촉탁방식이 외교경로를 통한 촉탁방식에 비하여 짧게 걸려 일반적으로는
3
~4
개월 정도가 소요되며,외교경로를 통한 방식은 피촉탁국에 따라 6개월에서 1
년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국송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을 실시하여도 기일 이전에 송달증명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헤이그송달협약(
제15조 2단)
에는 일정 기간 내에 송달증명서가 오지 않는 경우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즉,각 당사국은 비록 판사가 송달 또는 교부
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① 문서가 헤이그송달협약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송부되고,② 문서의 송부일로부터 최소한 6월 이상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며,③ 피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증명이라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 가입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4. 촉탁의 절차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절차
과거 모든 국제사법공조의 촉탁 절차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행되어 왔다.그러나 20
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간접송달방식 중 중
앙당국에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다만 그 외의 촉탁 방식인 직접송달방식(
영사송달방식)
과 간접송
달방식 중 외교경로를 통해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송달의 촉탁을 함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수탁기관 앞으로 촉탁서를 작성·
송
부하여야 한다.수탁기관의 표시는 추상적으로 '
해당 국가의 관할법원'또는 '
해당 국
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라고만 표시하면 된다.
외국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송달촉탁서 및 그에
첨부되는 소장부본·
기일통지서·
재판서 등의 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외국법원 등 수탁기
관이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사공조법 제7
조
제1항)
.한편,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번역문이 필요 없으나,예외적으로 송달을 받을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에
게 송달할 서류를 번역하여야 한다(
민사공조법 제7
조제3
항)
.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
게 이와 같이 작성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고,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수탁기관으로 전달할 것을 의뢰한다.
106) 헤이그송달협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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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절차
외국송달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은 헤이그송달협약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10
9
) 헤이그송달협약의 양식은 요청서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을 하게 된다.

(
REQUEST)
,증명서(
CERTI
FI
CATE)
,문서의 요지(
SUMMARY OF DOCUMENT TO
BE SERVED)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헤이그송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피촉탁국 중
앙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촉탁국은 송달을 촉탁하는 문서에 대해 피촉탁국의 공용어
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헤이그송달협약 3
조 전단은 '
촉탁국의 법상 권한 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은
인증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수속 없이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는
요청서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촉탁국의 내부
촉탁경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현재 법원의 실무는 각급 법원의
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모아 일괄하여 발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송달결과의
회신도 법원행정처에서 수령하고 있다.즉,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등을 외국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
하는 송부요청서를 작성하며,법원행정처장은 위 촉탁서를 등기항공우편의 방식으로
직접 외국의 중앙당국으로 송부한다.

5. 각종 송달촉탁방식의 비교110)
구분
대상(원칙)

영사송달방식

중앙당국방식

우리나라 국민
피촉탁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 피촉탁국(헤이그송달협약 가입
국 및 양자조약체결국) 거주
미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또는 외국인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도 가능

대상(운용방침) 우리나라 국민

촉탁 경로

관할법원방식

수소법원 → ※ → 법원행정
처장 → 외교통상부 → 재외
한국대사관(또는 재외 한국총
영사관) → 수송달자

피촉탁국 거주 외국인

피촉탁국 거주 외국인

수소법원 → ※ → 법원행정 수소법원 → ※ → 법원행정처
처장 → 외교통상부 → 재외 장 → 외국 중앙당국 → 실시
한국대사관 → 외국 외무부 당국 → 수송달자
→ 외국 법원 → 수송달자

(※: 송무국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지방법원장(지원장), 가정법원장)
번역문 첨부

원칙적으로 불요

필요

원칙적으로 필요

송달보고서용지 필요
첨부

불요

불요

비용(촉탁비용) 불요

불요

항공요금 납부요

비용(송달비용) 예납요

예납요

원칙적으로 불요

장점

신속하고 간편하며 당사자의 수송달자가 수령 거절 시에도 외교경로를 생략하여 비교적
부담이 적음
송달 가능(상호주의 하에서)
신속, 수송달자가 수령거절시
에도 송달가능

단점

수송달자가 수령거절시 송달 장시일이 소요되고 회신여부 번역문을 요하는 등 다소 번거
불가
가 불확실, 번역문 첨부 등 로움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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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에서의 송달 실시방법
(1) 외국의 당국 또는 관할법원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이러한 간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은 당해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정의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고 수탁기관
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1
1
1)
있을 뿐이다.

(2)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이와 같이 직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송달이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의하
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그 송달은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1
12
)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배달증명우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에 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송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공조법 제8
조 참조)
.

Ⅱ.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요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
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민소 제194
조
제1항)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외국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한 송달의 촉탁
에 응하지 아니하고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직접실시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또는 외국의 관할법원이나 외국주재 우리나라 영사 등에게 송달을 촉탁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국 간에 달리 적용될 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송달의 촉탁은 외교경로
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와 협약관계도 없고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에 대하여
는 그 당국 또는 관할법원 등에의 촉탁이 불가능하고,또한 영사관계도 없다면 영사
송달마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당
해 외국이 전란·
천재지변 중에 있어서 촉탁하여도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촉탁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
고 더 이상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다.

2. 국내에서 공시송달을 할 경우와의 구별
제소 당시 소장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송달을 실시하
여 본 결과 불능이 되어 확인해 보니 그 당사자가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판명되고
더 이상의 외국 주소나 거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공시송
달을 명할 것인지,아니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
조의 문리해석상 그 송달이 외국에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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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송달에 관한 것인지 여부,즉 소송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당사자
의 주소·
거소 등 송달의 근거지가 국내인지,아니면 국외인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국내에서 1회 이상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은 자가 뒤에 외국으로 출국하고서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
송할 수 있다(
민소 제18
5조)
.즉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송달을 할 필요없이 국내에서의
발송송달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3. 공시송달의 실시방식
2
002
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180
조제3
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외국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
록 되어 있었으나,개정 민사소송법 제1
95조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국내에서의 공시
송달이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모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
1
13
)
는 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도 법원게시판 게시,관보·
공
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고(
민소규 제54
조)
,법원은 현재 위 세 가지 공시방법 중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방법을 택하고 있다(
공고방법예규 제2조)
.

4. 공시송달의 효과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를 실시한 날부터 2
월이 경과하
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소 제19
6조제2항)
.다만,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의 공시송
달을 2
회 이상 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 이후의 공시송달은 일반 공시송달과 같이
그 다음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107) 아울러,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70년 체결, '헤이그증거조사협약')'도 있는데, 우리나
라는 2009년12월14일 가입서를 기탁하고 2010년2월1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10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j)조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
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이외의 서류를 송
달하거나 증거조사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을 영사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외
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제2항은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의한 송달 및 증거조사의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
109)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들이 정한 중앙당국의 명칭 및 주소는
http://www.hcch.net/index_en.php?act=states.listing 참조.
110)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규정이 2005.09.08.자 개정되어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3) 영사 송달촉탁 (4) 한호조약 송달촉탁 (5) 한중조약 송달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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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T
1
14
)체약국이 본 조약 및 규칙에 따른 통지의 목적
PLT Ar
t
.9규정에 의하면,

상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소들을 규정하고 있으며,“연락주소,법률업무주소,
또는 본 조항을 목적으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주소”로 이루어진 통지가 해당 통지
와 관련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조항을 목적으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주소”는 장래에 체약국에서 통지
를 위해서 Emai
l
이나 웹사이트 주소(
URL a
ddr
e
s
s
)
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허
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현재는 이러한 기타 주소에 대하여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이 규정에 언급된 주소가 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체약국은 관청에
제출된 다른 주소가 존재한다면 이 주소에 발송되는 통지가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가로 규정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출원인이 PLT 제5조(
1)
(
a)
(
i
i
)및 (
c
)
에
따른 연락처 정보115)를 제출하였으나 연락주소 또는 법률업무주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체약국은 관청이 상기 연락처 정보(
주소)
로 발송하는 통지가 충분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외에도,체약국은 이와 같은 경우에 준거
법에 따라 다른 통지수단을 규정할 수 있다.
PLT는 출원인으로부터 연락처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체약국
의 관청은 통지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예를 들면,PLT Ar
t5규
111) 헤이그송달협약 제5조, 한·호 조약 제11조·제18조, 한·중 조약 제12조‧제18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
다.
112)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제21조, 한·호 조약 제23조제2항, 한·중 조약 제2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11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 관하여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
180조제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으
로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14) PLT Article 9 (Notifications)
(1) [Sufficient Notification] Any notification under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which is sent by
the Office to an address for correspondence or address for legal service indicated under Article
8(6), or any other addres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and
which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at notification, shall constitute a sufficient
no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nd the Regulations.
(2) [If Indications Allowing Contact Were Not Filed] Nothing in this Treaty and in the Regulations
shall oblige a Contracting Party to send a notification to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if indications allowing that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to be contacted have
not been filed with the Office.
(3) [Failure to Notify] Subject to Article 10(1), where an Office does not notify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of a failure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under this Treaty or the
Regulations, that absence of notification does not relieve that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of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at requirement.
115) PLT Article 5 (Filing Date) (1) [Elements of Application] (a)(ii)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or allowing the applicant to be contacted by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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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 출원일 인정과 관련하여,체약국에서 출원에 출원인 신원확인 표시는 포
함하나 출원인 연락처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출원인이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체약국의 관청은 출원인에게 통지를 보낼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관청이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그 통지의 부재로 인하여 출원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USPTO
(a) 송달방법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를

받기

위한

연락주소(
c
or
r
e
s
ponde
nc
e

addr
e
s
s
)
를 지정하여야 한다.USPTO는 출원에 관한 통지,서신,기타 서류를 연락
11
6
) 연락주소는 출원을
주소(
예를 들어,회사 특허부서,대리인 회사 등)
로 발송된다.

제출하면서 출원정보시트(
ADS,Appl
i
c
a
t
i
onDat
aShe
e
t
,37CFR 1.
76)또는 그 밖의
다른 명백한 방법으로 출원 관련 서류에 표시되어야 한다.둘 이상의 연락주소가
표시되면 USPTO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락주소로 사용한다.즉,ADS등에 둘
이상의 연락주소가 기재된 경우,특허청은 다음의 순서로 어느 하나의 주소를 선택
한다:① Appl
i
c
at
i
on Dat
aShe
e
t(
37CFR 1
.
76
)
,② Appl
i
c
a
t
i
on Tr
a
ns
mi
t
t
al(
For
m
PTO/SB/0
5)
,③ 선언서,④ 위임장.
출원에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USPTO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발송한다.대
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공동출원의 경우 달리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이상 첫 번째로
기명된 발명자의 우편주소를 연락주소로 취급한다.

(b) 출원시 연락주소 미표기
출원인이 출원시에 연락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USPTO에서 출원시 흠결
(
예:출원료 미납 등)
의 보정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출원인은 출원일에 의제통지
1
1
7
) 이 경우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2
(
c
ons
t
r
uc
t
i
ve not
i
c
e
)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월

내에 그 통지에 따른 기한 내 흠결을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포기로 간주
될 것이다.

(c) OA(Office Action)의 반송
OA 서류가 연락주소(
c
or
r
e
s
ponde
nc
eaddr
e
s
s
)
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재전송
1
1
8
)이 경
일자와 함께 “재발송(
r
e
mai
l
e
d)
”이라고 표시하여 연락주소로 재발송한다.

우 출원에 관한 기간은 재전송일자부터 시작된다.OA 서류가 대리인의 주소로 재
전송되는 경우에는 OA 서류의 사본과 함께 재전송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제1발명
자 또는 양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OA에 대한 응신기간은 재전송에 대해 출원인
116) 37 CFR 1.33, MPEP 403
117) MPEP 403
118) MPEP 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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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리는 서신의 발송일로부터 재시작한다.
특허청이 서신 전달에 실패한 경우,서신을 파일철에 봉투와 함께 철해놓으
며,출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응신도 없이 재전송일자로부터의 기간이 만료하면,그
출원은 포기로 된다.

(d) 재외자인 특허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관한 절차나 통지를 수행
할 자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지명서(
wr
i
t
t
e
n
1
1
9
)그 지명된 자를 지명서에 기재된 주소
de
s
i
gnat
i
on)
를 USPTO에 제출할 수 있다.

에서 찾을 수 없거나 지명된 자가 없는 경우 콜롬비아 지방법원(
Col
umbi
aDi
s
t
r
i
c
t
Cour
t
)
이 관할권을 가지며 소환장(
s
ummons
)
은 공고송달(
s
e
r
vi
c
e by publ
i
c
at
i
on)
로
1
2
0
)
이루어진다.

특허 또는 출원의 양수인이 미국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양수인은 특허
에 관한 절차나 통지 등을 수행할 미국 내의 대표자(
dome
s
t
i
cr
e
pr
e
s
e
nt
at
i
ve
)
를 지
1
21
)
명할 수 있다.

(4) EPO
EPO의 결정이나 통지서 등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지되고,
1
2
2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중앙산업재산청의 개입을 통해 될 수 있다.

(a) 송달방법123)
12
4
) 심판이나 청구 등에 대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① 우편(
Rul
e126)
:

119) 35 USC 293
120) 35 USC 293, MPEP 302.04
121) 37 CFR 3.61
122) EPC Article 119 Notification. Decisions, summonses, notices and communications shall be notifi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of its own mo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Notification may, wh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so require, be effect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central industrial property offices of the Contracting States.
123) EPO guidelines, Part E-Chapter I-2
124) EPC Rule 126 Notification by post
(1) Decisions incurring a period for appeal or a petition for review, summonses and other such
document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be notified by
registered letter with advice of delivery. All other notifications by post shall be by registered letter.
(2) Where notification is effected by registered letter, whether or not with advice of delivery, such
letter shall be deemed to be delivered to the addressee on the tenth day following its posting,
unless it has failed to reach the addressee or has reached him at a later date; in the event of any
dispute, it shall be incumbent on the European Patent Office to establish that the letter has reached
its destination or to establish the date on which the letter was delivered to the addressee, as the
case may be.
(3) Notification by registered letter, whether or not with advice of deliver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ffected even if acceptance of the letter has been refused.
(4) To the extent that notification by post is not covered by paragraphs 1 to 3, the law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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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EPO의

결정서류는

배달증명(
advi
c
e of de
l
i
ve
r
y)
이

있는

등기우편

(
r
e
gi
s
t
e
r
e
dl
e
t
t
e
r
)
으로 통지되어야 한다.우편에 의한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한
다.우편송달의 경우,그 우편이 수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10일 후에 도달되지
않은 한 그 발송 후 10일째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우편송달이 이루어지
면 그 우편의 수령이 거부된 경우에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2
5
)E
② 기술적인 통신수단(
Rul
e127)
:
PO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EPO에

서 정한 기술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2
6) 수취인에게 문서를 E
③ 교부 전달(
Rul
e128)
:
PO 구내에서 직접 전달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그 수취인은 수령 확인을 하여야 한다.그 수취인이 문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통지는 유효하다.
12
7
)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우편 송달에 의한 통지가
④ 공시(
Rul
e129)
:

2번의 시도 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송달은 공시(
publ
i
cnot
i
c
e
)
에 의해 효
력을 발생한다.EPO는 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1
개월 만료기간의 시작일을
결정한다.

(b) 대리인이 있는 경우
1
2
8) 다수의 대리인이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통지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된다.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한 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복수의 자가 한 명의
대리인을 선정하면 그 공통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c) 재외자
체약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출원일 인정을 위한 제
in which the notification is made shall apply.
125) EPC Rule 127 Notification by technical means of communication. Notification may be effected by
such technical means of communication as ar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by him.
126) EPC Rule 128 Notification by delivery by hand. Notification may be effected on the premises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by delivery by hand of the document to the addressee, who shall on
delivery acknowledge its receipt. Notif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ffected even if the
addressee refuses to accept the document or to acknowledge receipt thereof.
127) EPC Rule 129 Public notification
(1) If the address of the addressee cannot be established, or if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126, paragraph 1, has proved to be impossible even after a second attempt, notification shall be
effected by public notice.
(2)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determine how the public notice is to be given
and the beginning of the period of one month on expiry of which the docu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notified.
128) EPC Rule 130 Notification to representatives
(1) If a representative has been appointed, notifications shall be addressed to him.
(2) If several representatives have been appointed for a single party, notification to any one of them
shall be sufficient.
(3) If several parties have a common representative, notification to the common representative shall
be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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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제외하고는,대리인(
pr
of
e
s
s
i
onalr
e
pr
e
s
e
nt
at
i
ve
)
을 선임하여 EPO 절차를 수행
1
29
)E
하여야 한다.
P 출원에 대해 출원일이 부여된 경우 EPO는 소정의 방식요건을

심사하며,재외자인 출원인에 대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2
개월 내에 그
1
3
0) 불비사항이 보정되지 않으면 그 출원
흠결을 치유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3
1
)
은 거절된다.

(5) JPO
일본은,우리와 마찬가지로,재외자에 대해서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
1
3
2
)재외자에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정하며,
1
3
3)또한,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송
있다고 규정한다.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공시송달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
1
3
4)
터 20
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4. 시사점
우리 특허법에는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1
3
5
) 한편,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하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대해 촉탁송달을 실시할 수 있지만,특허청에서 외국으로의 서류 발송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촉탁송달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조약(
PLT)
에 가입하게 되면,재외자라 하더라도 특허출원일
의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특허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이 재외자에게 서류를 발송하고
자 할 때 출원서에 재외자의 우편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항공등기우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외자에 대한 서류의 발송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a) 항공등기우편 송달
특허관리인이 없는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원칙적으로 항공등기우편으로
129) EPC Article 133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2) Natural or legal persons not having their
residen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represented by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and act through him in all proceedings established by this Convention,
other than in filing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may permit other
exceptions.
130) EPC Rule 57(h), 58. EPO Guidelines Part A-Chapter II-7
131) EPC Article 90(5)
132) 일본특허법 제8조
133) 일본특허법 제192조
134) 일본특허법 제191조
135) 특허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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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할 수 있다.이와 같이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1
3
6
)특허청은 출원서 등에 표시된 재외자의 우편주소에 따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라 항공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고,가령 우편주소의 표기가 잘못되었거
나 변경되어 재외자가 그 우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는 발송일에 송
달된 것으로 의제된다.따라서 재외자가 외국의 주소로 송달받기를 원한다면 우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특허청이 재외자에게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송달함에 있어서,그 서
류의 성질상 기간이나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송달기간을 감안하여
1
3
7)
기간 및 기한을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 공시송달
특허법에서는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
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재외자의 외국 우편주소
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허법에서는 최초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
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와 외국을 구분하
지 않고 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최초의 공시송달
은 이를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국내에서의
13
8
)따라서 특허법에서도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준용하든가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개정이 필요하다.

(c) 고려사항
가령 특허출원 당시의 출원서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송달을 실시하여 본 결과 송달 불능이 되어 확인해 보니 그 출원인이 외국으로 나
간 것으로 판명되고 외국 주소나 거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국내에서
의 공시송달을 명할 것인지,아니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것인지 의문이다.그 송달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출원인의 주소·
거소 등 송달의 근거지가 국내
1
3
9
)
인지 아니면 국외인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6)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3257 판결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의 정본을 재외자(在外者)인
원고에게 상표법 제9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발송일인 2006. 11.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12. 31.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
달받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계속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심결이 있었고, 이 사건 심결의 정
본이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었으며,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7. 3. 30.경에야 비로소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추완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137) 행정절차법 제16조 ②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138)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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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는 달리,이미 국내에서 1회 이상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적법
한 송달을 받은 자가 그 뒤에 외국으로 출국하고서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송달을 할 필요없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송달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즉,민사소송법에 의하면,당사자·
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1
4
0
)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1
4
1
)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도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되,송달
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
국내에 한한다)
를 특허청장‧특허심판
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하며,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사소
1
4
2)다만 송달장소의 변경을 신고를 하지 아
송법과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니하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규정에 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
1
4
3
)
로 충분할 것이다.

139) 참고: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하고, 그래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
한다.
140) 민사소송법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141)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
편으로 한다.
142) 특허법시행령 제18조제8,9항
143)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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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수수료의 산정방식
1. 개요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공적 업무를 이용하여 특정의
이익을 얻는 개인으로부터 그 보수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특허법
상 수수료(
특허수수료)
에는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및 특허유지료 등이
1
4
4) 수수료 감면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이고,일본,중국,E
있다.
PO는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IP5국의 수수료 체계
(1) KIPO
(a) 수수료 기준
항목
출원료★

구분

기본료(전자출원)
기본료
심사청구료★
가산료
기본료(1~3년분)
설정등록료★
가산료(1~3년분)
기본료
4~6년
(매년)
가산료
기본료
7~9년
(매년)
가산료
연차등록료
기본료
10~12년
(매년)
가산료
기본료
13~25년
(매년)
가산료
-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당 산정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를 표기한 것임.

수수료(원)
38,000
130,000
40,000
15,000 x3
13,000 x3
40,000
22,000
100,000
38,000
240,000
55,000
360,000
55,000

비고

(b) 감면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이다.
감면율

100%

면제‧
감면대상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144) 우리법에서 엄밀하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거나 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특허료”(법 79조)라고 정의하고, 그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수수료”(법 82조)
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수수료”라고 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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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70%

면제‧
감면대상
5. 만 19세 미만인 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50%

공공연구 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요건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14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146)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14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
연구기관14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
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인인 경우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149)

(c) 반환
특허청에 기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50
)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①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②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
당분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
145)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146)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
하인 기업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
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
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147) ※ 2006.05.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148)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
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149) 2010.7.28 이후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등록료에 한함.
150) 특허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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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④ 특허출원(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
한다)후 1개월 이내에 해당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
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한편,특허청장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EPO
EPO에서 2
010.
4.
1.
자로 개정된 수수료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검색료와 심
사청구료는 기본료만을 설정하고,출원료에서 기본료와 더불어 청구항 수 및 명세
서 면수 초과에 대한 가산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또한,출원 3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설정해 두고,출원이 EPO에 계속되도록 유지하려면 매년 해당 연차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EP 출원에 대해 등록를 받으려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특허 1
건 단위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항목

구분

가산료

청구항 15항, 명세서 35면

초과항

210

청구항 16~50항, 각 항당

초과항

525

청구항 51항~, 각 항당

명세서

13

명세서 36면부터 각 면당

2009.4.1 이후 출원건151)

국가지정료

전국가

525

검색료

기본료

1,105

심사청구료

기본료

1,480

등록료

기본료

830

3년차

420

4년차

525

5년차

735

6년차

945

7년차

1,050

8년차

1,155

9년차

1,260

10년차부터 동일

1,420

연차료

비고

105

기본료

출원료

수수료(€)

* 인용참증 사본 요청시 €35

* 등록과 무관하게 출원일의 2년 후부터 납부

(3) USPTO
(a) 수수료 기준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원시 기본료‧검색료‧심사료를
151) 2009.4.1 이전출원 건에 대해서는, 1~6개국까지는 각국당 €90, 7개국이상은 €630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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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납부하여야 하며,그와 더불어 청구항 수 및 명세서 면수의 초과에 따른 가산
1
5
2
)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그 후에
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는 3.
5년/7.
5년/1
1.
5
년 단위로 유지료를 납부하면 된다.등록료와 유지료는 청구항
수에 무관하게 특허 1건 단위로 산정된다.
Fee Code 37 CFR
Description
Patent Application Filing Fees
1011/2011
1.16(a)(1)
Basic filing fee - Utility
1201/2201
1.16(h)
Independent claims in excess of three
1202/2202
1.16(i)
Claims in excess of 20
1203/2203
1.16(j)
Multiple dependent claim
Utility Application Size Fee - for each additional 50
1081/2081
1.16(s)
sheets that exceeds 100 sheets
Patent Search/Examination Fees
1111/2111
1.16(k)
Utility Search Fee
1311/2311
1.16(o)
Utility Examination Fee
Patent Post-Allowance/Maintenance Fees
1501/2501
1.18(a)
Utility issue fee
1551/2551
1.20(e)
Due at 3.5 years
1552/2552
1.20(f)
Due at 7.5 years
1553/2553
1.20(g)
Due at 11.5 years

Fee

SE Fee

330.00
220.00
52.00
390.00

165.00
110.00
26.00
195.00

270.00

135.00

540.00
220.00

270.00
110.00

1,510.00
980.00
2,480.00
4,110.00

755.00
490.00
1,240.00
2,055.00

(b) 감면
미국 특허법상 Smal
lEnt
i
t
y(
SE)
는 PTO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원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의 감면이 적용되는 출원인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감면이 되
는 PTO 수수료로는 특허출원료(
37CFR 1.
16)
,특허등록료(
37CFR 1
.
18
)및 특허유
1
5
3)
지료(
37CFR 1.
20)등이 있다.

A.SE 대상
수수료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SE로는 3
7CFR 1.
27(
a)
에서 개인,소기업 또는
15
4
)
비영리기관으로 정의된다.

⑴ 개인은 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계약이나 법
률상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전,라이센스155)
할 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개인이 타인에게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타인도 SE
152) http://www.uspto.gov/web/offices/ac/qs/ope/fee2009september15.htm#patapp USPTO Fee Schedule
Effective October 2, 2008
153) 또한 기간연장비와 심판청구료(37 CFR 1.17), 법정 Disclaimer 수수료(37 CFR 1.20(d)) 등도 감면되며,
다음의 수수료는 감면되지 않음: 신청료(37 CFR 1.17(h-k)), 정정증명서 수수료(37 CFR 1.20(a)), 재심사 청
구료(37 CFR 1.20(c)), 국제출원료(37 CFR 1.445)
154) 37 CFR 1.27(a) “a person, a small business concern or a nonprofit organization” MPEP 509.02
155) 여기서, "license"는 배타적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비배타적 라이센스를 포함하며, 로얄티의 유무를 불문한
다. 그러나 SE로부터 구입한 특허 물건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묵시적(implied) 라이센스에 의해서는 SE
상태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원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한 모형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주문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라이센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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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으면 SE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⑵ 소기업은 관납료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3 CFR 121 (
Smal
lBus
i
ne
s
s
Si
zeRe
gul
at
i
ons
)
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비영리기관156)에는 ① 모든 국가의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② 26 USC
501(
c
)
(
3)규정에서 기술된 유형의 기관 및 26USC 501
(
a
)규정 하에 면세되는 기
1
57
)③ 미국의 비영리기관 법규 하에 자격있는 비영리적인 과학 또는 교육 기관,
관,

또는 ④ 외국에 소재한 기관이지만 만일 미국에 소재한다면 위 ② 또는 ③의 비영
1
5
8)
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여기서,"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
은 중등교육 졸업장을 가진 자만을 정규학
생으로 인정하고,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가
지며,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사학위를 위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공립이거나 비영리 기관이며,또한
국가 인가기관에 의하여 인가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그러나 연구기관,제조기관이
나 서비스기관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2
6USC 501(
c
)
(
3)규정의 기관으로는 종교,자선,과학,공공
안전을 위한 검사,문학이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기금
을 포함한다.
한편,SE의 소재지와 관련하여,SE는 자신의 소재지 국가에 무관하게 관납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즉,개인,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이 미국에 위치하여야 한
다는 요건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B.SE 지위의 청구
수수료 감면을 목적으로 SE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SE 감면 수수료를 납부하
1
5
9)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S
고자 하는 출원이나 특허에서 3
7CFR 1.
2
7(
c
)
(
1)
E지

156) 35 USC 201(i) The term "nonprofit organization" means
higher education or an organization of the type described
Revenue Code of 1986 (26 U.S.C. 501(c)) and exempt from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501(a)) or any nonprofit
qualified under a State nonprofit organization statute.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in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taxation under section 501(a) of the
scientif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157)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26 USC) 501 (Exemption from tax on corporations, certain trusts,
etc.)에서, (a)는 "Exemption from taxation"에 대해서 규정하고, (c)는 "List of exempt organizations", 즉
501(a) 규정의 면세에 해당하는 27 유형의 기관들을 나열하고 있음.
158) 정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또한 26 USC 501(c)(3), 501(a) 규정에 따른 기관에도 해
당되지 않아 관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의 정부 및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이다.
159) 37 CFR 1.27 Definition of small entities and establishing status as a small entity to permit
payment of small entity fees; when a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and
notification of loss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are required; fraud on the Office.
(c) Assertion of small entity status. Any party (person, small business concern or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make a deter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 (f) of this section, of entitlement to
be accorded small entity status based on the defin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nd must, in order to establish small entity status for the purpose of paying small entity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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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
)S
위의 자격을 주장하여야 한다.
E 자격이 출원이나 특허에서 한번 설정되면 그

이후의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SE 자격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SE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SE 자격을 상실한 다음에 처음으로 닥치는 등록료나 유지료를 납부
1
61
)
하기 전 또는 납부하면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SE 자격은 개별 출원이나 특허마다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즉,어느 한 출
원이나 특허에서의 SE 자격은,SE 자격이 설정된 바 있는 출원이나 특허와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출원이나 특허라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1
62
)
다.

한편,기본 출원료 또는 기본 국내단계 출원료를 SE 감면료에 맞추어 정확하
1
6
3
) 즉,별도의 S
게 납부하면 SE 자격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E 자격에 대한 주

장이 없더라도 특허출원을 하면서 기본 출원료나 기본 국내단계 출원료를 정확한
1
6
4)
SE 감면료로 납부하게 되면 그 출원에 대해 자동적으로 SE 자격이 설정된다.

C.SE지위 설정의 오류
통상적으로,PTO는 S
E 자격 요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S
E로서의 지
위를 부정하게(
f
r
a
udul
e
nt
l
y)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PTO에 대해 행해진 부정(
f
r
a
ud)
으로
간주된다.부적절하게 속일 목적으로(
i
mpr
ope
r
l
ya
nd wi
t
hi
nt
e
ntt
o de
c
e
i
ve
)S
E로서의
1
6
5
)
자격을 설정하거나 S
E감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도 PTO에 대한 부정으로 보게 된다.

(4) JPO
일본 특허청의 수수료 산정방식은 우리와 거의 유사하다.2004년 수수료 기준
actually make an assertion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in the manner set forth in
paragraphs (c)(1) or (c)(3) of this section, in the application or patent in which such small entity
fees are to be paid.
(1) Assertion by writing. Small entity status may be established by a written assertion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A written assertion must:
(i) Be clearly identifiable;
(ii) Be signed (see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and
(iii) Convey the concept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such as by stating that applicant is a
small entity, or that small entity status is entitled to be asserted for the application or patent. While
no specific words or wording are required to assert small entity status, the intent to assert small
entity status must be clearly indicat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assertion requirement.
160) MPEP 509.03(b)-(h), 37 CFR 1.4, 10.18
161) 37 CFR 1.27(g)(2)
162) 따라서 37 CFR 1.53 규정의 계속출원(CIP. CA, DA 출원 포함) 또는 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SE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SE 자격에 대한 주장을 새로 하여야 한다.
163) 37 CFR 1.27(c)(3). 이 경우에도 SE 자격에 대한 서면 주장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164) Large Entity 기본 출원료를 납부하여 SE 자격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추후에 SE 자격을 청구하기 위해서
는 37 CFR 1.27(c)(1) 규정의 서면 주장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 출원료나 기본 국내단계 출원
료 이외의 관납료(예: 기간연장 수수료, 등록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주장 없이 SE 감면 수수료만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SE 자격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65) 37 CFR 1.2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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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면서,심사청구료를 2
배로 인상하는 한편 등록료는 상당히 인하한 바 있
다.
항목

구분

수수료(1)

수수료(2)

출원료

기본료

15,000

-

심사청구료(1)
(일반 출원)

기본료

168,600

84,300

가산료

4,000

2,000

심사청구료(2)
(PCT 국내단계출원)

기본료

151,700

67,400

가산료

3,600

1,600

기본료(1~3년분)

6,900

34,200

가산료(1~3년분)

600

3,000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4~6년
(매년)

기본료

7,100

17,900

가산료

500

1,400

7~9년
(매년)

기본료

21,400

35,800

가산료

1,700

2,800

10년~
(매년)

기본료

61,600

61,600

비고
영문출원시 24,000

가산료
4,800
4,800
* 2004.4.1. 이후 출원건에 대한 심사청구료 및 2004.4.1. 이후 심사청구한 건에 대한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는
“수수료(1)”이 적용되고, 그 이전의 건은 “수수료(2)”가 적용됨.
*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당 산정

(5) SIPO
항목

구분

가산료

청구항 10항, 명세서 30면

명세서

50

명세서 30면 초과시 면당

명세서

100

명세서 300면 초과시 면당

청구항

150

청구항 10항 초과시 항당

심사청구료

기본료

2,500

등록료

기본료

255

1~3년 (매년)

900

4~6년 (매년)

1,200

7~9년 (매년)

2,000

10~12년 (매년)

4,000

13~15년 (매년)

6,000

16~20년 (매년)

8,000

연차료

비고

950

기본료

출원료

금액(RMB)

* 연차료는 등록과 무관하게 산정되나 등록시에 누적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등록 전에는 납부할 필요
없음)

중국은 심사청구료는 기본료만을 설정하고 출원료에서 기본료와 더불어 청구
항 수 및 명세서 면수 초과에 대한 가산료를 부과하고 있다.이것은 EPO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출원일로부터 매년 연차료를 설정해 두고,특허등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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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와 더불어 해당 연차료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 후에는 매년 해당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료를 납부한다.

(6)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에 대한 수수료 체계(
2010.
10.
01.현재,한국 특허청)
는 다음과
같다.국제출원료는 출원서류 30
매까지 기본료를 적용하고 그 초과 매수에 대해 가
산료를 부과한다.국제조사료와 국제예비심사료는 청구항 수에 무관하게 출원 1건
1
66
)국가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
단위로 부과되며,

하여 다소 저렴한 편이다.

국제출원료

항목

수수료

기본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453,000 원

가산료: 30매 초과 1매당
한국 (언어: 한국어)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취급료 별도)

비고

16,000 원
450,000 원

한국 (언어: 영어)

1,300,000 원

오스트리아

2,601,000 원

호주

1,970,000 원

일본

1,295,000 원

한국

450,000 원

오스트리아

EUR 1,675

x 1,500 = 2,512,500 원

일본

JPY 36,000

x 13.5 = 486,000 원

호주

(780)167)

AUD 550

x 1,100 = 605,000 원

3. 출원 및 심사청구 수수료
우리나라,일본 등은 출원절차와 심사절차가 구분되어 있지만 미국은 심사청
구제도가 별도로 없으며,또한 청구항 등에 대한 가산료가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청
구료에 부과하지만 EPO와 중국은 출원료에 부과하는 등 나라마다 출원 및 심사청
구에 관한 수수료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각국의 수수료 체
계를 비교 검토함에 있어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1) 산정방식의 유형
(a) 한국 방식
한국의 출원료는 출원 1건당 정액으로 정해지며,심사청구료는 정액 기본료에

166) 다만, 출원의 청구범위에 발명의 단일성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발명이 클레임된 경우 하나의 발명에 대해
서만 조사‧심사되며, 출원인이 단일성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그룹의 발명에 대해 조사‧심사 받기 위해서는
추가의 조사료‧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67)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AUD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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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수에 정비례로 증가하는 방식이다.일본도 우리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b) 미국 방식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출원서의 제출은 곧 심사청구를 포
1
6
8
)
함하는 것으로 되어,특허출원시에 출원료 및 검색료‧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색료(
Se
ar
c
hf
e
e
)
와 심사료(
Exami
nat
i
on f
e
e
)
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출원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출원 후 실체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원이 포기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출원 기본료는 총 클레임 수 20,독립항 수 3,명세서 면수 100을 기준으로
하고,독립항 수가 3을 초과하는 경우,총 청구항 수가 20
을 초과하는 경우,명세서
면수 100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산정된다. 또한,
"
Mul
t
i
pl
ede
pe
nde
ntc
l
ai
m"
이 있으면 그에 대해 추가료가 부가된다.

(c) EPO 방식
EPO 수수료는 출원료 및 써치료‧심사료로 구분되며,청구항 수 및 명세서 면
수에 따른 추가료도 출원료에 부과된다.다만,출원 기본료에는 청구항 15항을 기본
으로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차이가 있으며,수수료 산정에서 독립항‧종속
항을 구분하지 않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EPO
방식이 적용된다.

(2) 산정방식의 비교
미국은 기본 청구항 수 이내이면 동일 요금이 적용되므로,총 청구항 수가 20
항 이내이면 총 청구항 수가 적을수록 한국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그
리고 미국은 독립항에 대한 수수료 가중치를 종속항에 비해 높게 적용하고 있다.
즉,기본 청구항 수(
20항)
를 초과하는 종속항이 하나 추가되는 경우 $50,기본 독립
항 수(
3
항)
를 초과하는 독립항이 하나 추가되는 경우 $2
00(
만일 전체 청구항 수가
20을 초과하면 $
250가 추가되는 결과)
의 수수료가 더 부가된다.따라서 미국에서는
독립항은 종속항에 비하여 4~5배의 가중치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 기본료와 가산료
출원에 대한 심사는 실질적으로는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관한 것으로,명세
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데,이는 청구항
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명세서‧도면의 면수와 직접 연관된다.따라
서 기본 명세서 면수를 정한 다음 그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한 가산료를 부
과하는 미국과 EPO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168) 미국은 종전에 Filing Fee만이 있었으나, 2004.12.8.자로 Filing Fee와는 별도로 Search/Examination
Fees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실질에 있어서는 이들은 모두 합한 것이 종전의 Filing Fee에 해당하고, 우리와
비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합한 것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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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이 포함되도록 규정[
1특허출원의 범위
(
uni
t
yofi
nve
nt
i
on)
]
되어 있으며,그 판단기준은 심사관의 검색범위와 밀접하게 관
련된다.따라서 한 개의 독립항만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발명의 파악,선행기술
검색 및 비교 분석 과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일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한 다수
의 청구항이 있더라도 일정한 개수 이하이면 심사관의 심사 부담이 그 청구항 수에
비례하여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청구항 수가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의 심사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개수의 청구항에 대해 기본료를 정하고,그 이상의 청구항에 대
해서 가산료를 부가하는 미국과 EPO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EPO와 중국의 경우 청구항‧면수 가산료가 심사청구료가 아닌 “
출원료”
에 포함되는데,청구항‧면수 가산료는 심사 부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절차가 출원절차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그 가산료는 심사청구료의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b) 독립항과 종속항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의 경우,독립항이 허여가능하면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들은 기재요건을 만족하는 한 별도의 특허요건을 심사할 필요도 없이 허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한 심사 부담의 경중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현행 다항제하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복수의 독립항으로 기재
하는 것이 허용되고,또한 다양한 카테고리와 실시예에 대해 복수의 독립항들(
및 한
정사항이 동일유사한 종속항들)
이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실질적으로 발명의 실체가
중복되는 청구항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독립항에 대한 수수료를 종속항에 비하여 그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 방식으로 보인다.
<출원‧심사청구 수수료 산정방식>
구분

한국 방식

기본료 •출원 1건당

미국 방식
•기본 청구항: 총 20항 & 독립항 3항
•기본 명세서 면수: 100면

EPO 방식
•기본 청구항: 총 15항
•기본 명세서 면수: 35면

•기본 청구항의 초과 항수에 따라 추
•청구항 수에 비례
•기본청구항의 초과 항수에 따라 추
가
가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
•독립항은 종속항에 비해 보다 높은
가산료 별 없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없음
가산료를 부과
•명세서 면수 초과 수수
•기본 명세서 면수의 초과 1면 단위
•기본 명세서 면수의 초과 50면 단위
료는 없음
로 추가료
로 추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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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한국의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및 청구항 수에 비례하는 가산료로 구성되는데,
기본료는 출원발명의 파악,기재요건 심사 및 선행기술 조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되며,청구항별 가산료는 각 청구항 발명의 특허요건 심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그렇다면,현행 한국의 심사청구료에서 기본료는 상대적으로 낮고,청구항 수에
1
6
9)
비례하는 가산료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료의 기본료에 대해 기본 청구항 수 및 기본 명세서 면수를
설정하고,이를 초과하는 청구항‧면수에 대해 추가 가산료를 부가하는 방식이 합리
적이다.이 경우,기본료는 기준이 되는 전체 청구항 수와 독립항 수 및 면수를 고
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또한,가산료를 산정함에 있어
서도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한 심사 부담의 경중을 분석하여 이를 차등 적용하는 방
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한편,PCT 국제출원에 대한 조사료‧예비심사료는 출원 1건당 정액으로 정해
지며,하나의 출원에 발명의 단일성 범위를 벗어난 둘 이상의 발명이 클레임된 경
우 그에 대해 별도의 조사료‧예비심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데,조사나 심사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례하여 정해진다기 보다는 발명의 단일성
범위에 속하는 일련의 발명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나 심사로 커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4. 특허 등록 ‧ 유지 수수료
(1) 산정방식의 유형
(a) 한국 방식
한국에서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유지료)
는 정액 기본료와 함께 청구항 수
에 비례하는 가산료로 산정된다.설정등록료로서 3년치를 납부한 이후에는 매년 단
위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연차등록료는 12년차까지는 3년 단위로 점차
증가하다가 13년차 이후부터는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b) 미국 방식
미국도 특허등록시 1~3년치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납부하며,유지료는 등록 이
후 4
년 단위로 한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등록료‧유지료 금액은 각 특
허의 청구항 수와 무관하게 특허 1건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169)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에 대해 출원하면서, 청구항으로 5항을 기재한 경우와 20항을 기재한 경우의 출원‧심
사청구료를 비교하면, 청구항 5항인 경우 368,000원, 청구항 20항인 경우 968,000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나
는데, 실제 심사 부담으로 볼 때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가
적으면 심사부담에 비하여 저렴하고, 청구항 수가 많으면 출원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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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PO 방식
EPO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EP 특허로 등록된 다음에는
EU 회원국의 국내절차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정해진 바와 따른 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하게 된다.따라서 EPO에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정액 등록료(
청구항 수에 무
관함)
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유지료의 개념은 그 성격상 존재하지 않는다.다만,EP
출원일의 3년차부터는 그 출원의 종료시까지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렇
지 않으면 그 출원은 포기로 간주된다.
중국은 특허등록시 정액 등록료(
청구항 수에 무관함)
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미국이나 EPO와 동일하다.중국도 EPO와 같이 출원일부터 매년의 연차료 기준이
산정되어 있으며,EPO와 다른 점은 출원의 심사 중에는 이 연차료를 납부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며,그렇지만 가령 특허결정에 따라 등록을 받으려고 등록료를 납부
1
7
0
)
하려면 출원일로부터 그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연차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이 된 이후에는 해당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산정방식의 비교
특허료 산정방식에 있어서,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의 청구항 수에 비례하는
반면 미국‧EPO‧중국은 특허 1건 단위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따라서 청구항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청구항 수가 많아
질수록 한국 특허료가 높아진다.
<특허료의 납부 및 산정 방식>
구분

한국 방식

미국 방식

금액 산정기준

“청구항 수”에 비례

“특허 1건” 단위로 동일 금액 적용

납부 시기

등록시(3년분)
유지료는 매년 납부

등록시(3년분)
유지료는 3.5/7.5/11.5년 단위로 납부

(a) 특허료 산정 방식
특허료(
등록료‧유지료)
의 성질에 대하여,특허료 금액은 존속기간이 길어질수
록 할증이 되는 것으로 보아 특허료는 수수료라기보다는 특허발명의 독점권에 대한
1
7
1) 비록 특허의 각 청구항 별로 특허권
대가로 보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라고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특허의 유무효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실체적
인 의미에서 적용되는 것이고,특허 청구항의 수가 많다고 하여 그 특허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든가,권리행사에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필연성은 없으며,오히려 하
나의 청구항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항에 의하여 해석되는 권리범위의 광협이나 시장
170) 예를 들어, 출원일로부터 5년2개월 시점에서 등록료를 납부할 때 1~6년분의 연차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
다. 한편, 등록료 납부일이 년차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 그 다음 해의 연차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출원일로부터 5년10개월 시점에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1~6년분에 더하여 7년분의 연차료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171) 특허법개설 [제13판] 吉藤辛朔 著, YOUME 특허법률사무소 譯, 2000년, 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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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더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항 수에 비례하여 특허료
가 산정되는 우리의 방식은 재고를 요한다.

(b) 유지료 납부 방식
특허권자는 매년 정해진 납부시기에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 부담을
안는다.다만,특허권자는 특허 유지‧포기에 대하여 매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장점이 있으며,특허권자는 몇 년 단위로 유지료를 미리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4년 단위로 유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
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
현행 한국법에 의하면,기본료는 청구항 수별 가산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지만,청구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따라서 등록료‧
유지료가 청구항 수에 직접 비례하여 산정되는 방식은 재고를 요하며,미국과 EPO
와 같이 특허 1건당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가령
현행과 같이 청구항별 가산료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료를 올리고 가산료
는 대폭 낮추는 방안이나,수수료 계산에 사용되는 최대 청구항 수를 설정하는 방
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 53 -

제2절 특허출원편
Ⅰ. 특허출원일의 인정요건
1. 개요
선출원주의제도 하에서 특허출원일의 인정은 출원 절차와 권리 관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특히 해외출원에 있어서 특허출원일을 인정하는 각국
의 법리가 서로 달라 출원인은 혼란을 겪고,나아가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
도 있다.특허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특허법조약(
PLT)제5조가 매우 자세하
게 관련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PLT를 도입하는 법 개
정이 필요하게 되겠지만,현재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상당 수의 국가가 아직
PLT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그런 견지에서 I
P5국의 관련 제도를 미리 파
악하고 각국의 제도상 차이점을 이해하고 (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향후 통일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IP5국의 출원일 인정요건
(1) KIPO
(a) 출원일 인정요건
특허출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출원으로 보지 않는
1
72
)①
다: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② 출원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③ 출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또는 출원인코드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④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⑤ 출원서에 명세서(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⑥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경우,⑦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
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
우.

(b) 반려 절차
특허청장은 위와 같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출원서류를 반려하겠다는 취지,반려이유 및 소명기간(
1
월,
1
73
) 출원인이 반려취지에 관한 서면을
시행규칙 제16조)
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한다.

받은 후,출원인이 그에 대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172)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제1항
173)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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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4
)
소명 없이 출원서류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출원인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를 반
1
7
5
)
려한다.

특허출원이 반려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정식출원으로
인정되어 특허청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 만일 그러한 반려사유가 추후에 발견되면
결국 그 출원은 원천적으로 반려사유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추후에라도 “반려”처
분하여야 할 것이다.왜냐하면,현행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보완절
1
76
)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EPO
(a) 출원일 인정요건
EPO는 2000년 조약 개정을 통하여 PLT를 전면 반영하였으므로,결과적으로
EPO에서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PLT 제5조가 규정하는 서류의 형식과 동
일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PLT 규정을 중심으로 출원일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PLT 제5조 제1항에 따라,출원일 인정을 받기 위한 3요소는 ①
특허출원의 취지, ② 출원인의 신원 또는 연락처 정보 및 ③ 외관상 명세서
(
de
s
c
r
i
pt
i
on)
로 보이는 서면 또는 이전출원에 대한 인용이다.이 3
가지 요건을 준수
한 출원서류에 대하여는 출원일을 인정하고,다른 서류는 추후 제출될 수 있는 것
이다.
PLT 제5조는 출원일 인정 3요소 중 제①요소 및 제②요소에 대하여는 각 체
약국이 언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제③요소(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부분)
는
어떠한 언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출원일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보완 절차
1
7
7
)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
출원서류"
가 출원일 인정 3요소를 갖추지 못

한 경우 가능한 빨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이를 보완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주어져야
한다.다만,출원인 연락처 정보가 없는 경우의 보완기간은 출원요소 중 어느 하나
1
7
8
)
이상이 제출된 날부터 2개월이다.

174)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175)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176) 다만, 특허청의 "출원방식심사지침서“(2009.12.)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177) 출원서류란 출원일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며, 반드시 출원서, 명세서 등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원서류”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178) PLT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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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부누락의 추후 제출
PLT 제5조 제6항에 따르면,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출원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출원인이 누락 부분(
명세서 또는 도면의 일부)
을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 출원일은 그 제출일로 변경되어 늦추어진다.다만,명세서나 도면의 누락 부분
을 출원일 인정 이후에 제출하더라도,우선권이 주장되고,출원일 인정 이후에 제출
된 명세서나 도면의 누락 부분이 선출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변경되지
않는다.
EPO의 경우 명세서나 도면의 누락 부분이 출원일 인정 이후에 제출된 경우
출원일이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① 누락 부분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고,②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고,③ 출원일 변경을 피하
기 위하여 출원인이 늦게 제출된 누락 부분이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에 근거하고 있
다고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고,④ 늦게 제출된 누락 부분이 우선권 주장된 선출
원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표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미국
(a) 출원일 인정요건
정규특허의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
필요한 경우)
을 제출하여야 한다(
35USC 111(
a)
(
2)
,
112;37 CFR 1.
5
3(
b)
)
.발명자의 신원에 대한 확인 및 출원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7CFR 1.
63(
a)& (
b)
)
.특허 출원을 위하여 출원료와 선
언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이는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며,특허 출원
일 이후에도 추가 수수료와 함께 제출이 가능하다(
35USC 1
11(
a)
(
3)
)
.즉,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도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면 출원일이 인정된다
(
MPEP 506)
.정규출원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규 출원의 경우 영어 번역문 및 그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를 수수
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CFR 1.
52(
d)
)
.

(b) 통지 절차
정규출원에 대한 출원일 인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출원의 경우,연락 주소
(
c
or
r
e
s
ponde
nc
eaddr
e
s
s
)
가 제공되어 있다면 지정기간 내에 출원일 인정요건을 만
족시키도록 요구하는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송된다.출원이 발명의 설명부라고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출원일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
불완전

출원의

통지“(
Not
i
c
e of I
nc
ompl
e
t
e Appl
i
c
at
i
on)
가

발송된다(
MPEP

601.
01(
d)
)
.출원시 명세서의 모든 페이지가 제출되지는 않았더라도,제출된 명세서
부분이 발명의 설명부,적어도 하나의 도면 및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출원일이 설정된 경우에는 “누락 부분의 통지”(
Not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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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f
i
l
emi
s
s
i
ngpar
t
s
)
가 발송되며,2
개월의 응신 기간이 주어진다(
MPEP 6
01.
01(
d)
)
.

(c) 출원의 보완
출원일 인정요건 중 명세서나 필요한 도면이 늦게 제출되면,그 날이 출원일
로 인정된다(
35USC 1
11(
a)
(
4)
)
.상세하게는,발명의 설명부라고 여겨지는 명세서 부
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불완전 출원 통지”(
Not
i
c
eofI
nc
ompl
e
t
eAppl
i
c
at
i
on)
를 받
은 출원인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을 포함한 누락된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출원일 설정 요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추후에 만족시키게 된 날을 출원일
로 인정받는다(
MPEP 6
01.
01(
d)
)
.

(d) 누락부분의 추후제출
출원일은 설정되었으나 명세서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누락 부분의 통지”
가 발송된 출원에 있어서,출원인이 누락 페이지를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을 출원일
로 보겠다는 선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진다
(
MPEP 601.
01(
d)
)
.출원일은 설정되었으나 명세서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누락
부분의 통지”가 발송된 출원에 있어서,출원인이 별도로 응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하였던 명세서가 원래의 출원 명세서로 인정되면서 출원일은 변동되지
않는다(
MPEP601.
01(
d)
)
.

(4) 일본
(a) 출원일 인정요건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10.
21A)
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① 어떤 종류의 출원인지 불명확한 때,
② 출원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③ 출원인(
또는 대리인)
의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때,④ 쉽게 지워지는 글씨로 작성된 때,⑤ 일본어로 쓰여지지 않
았을 때,⑥ 재외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을 하지 않은 때,
⑦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 등이다.
다만,평성18년(
2006
년)특허법 개정으로 외국어서면출원 제도가 신설되었으
1
7
9
) 동 제도에 의하면,일본어로 작성된
며,현재 외국어로는 영어로 한정하고 있다.

출원서에 외국어(
영어)
로 작성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명세서 등은 영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출원일을 인정하며,다만 출원일로
부터 1년 2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이 제출
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b) 부적법한 출원서류의 반려(각하)
수리할 수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되,그 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
18
0
)
간을 지정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9) 일본특허법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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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a) 출원일 인정요건
출원인이 전리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전리출원서류로는 전리법 제25
조 규정에
의한 청구서․설명서․권리요구서․도면 및 요약서 등이 있다.전리출원 수속은 서
1
8
1)그 서류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8
2
)
면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전리출원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전리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① 출원
서류에 청구서가 있어야 하며,그 청구서에는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② 전리출원서류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가 있어야
함.③ 출원서류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타자하거나 인쇄되어야 함.④ 출원인이 외국
인인 경우 전리법 제19조제1
항 규정(
재외자의 특허사무 위탁)
에 부합하여야 함.
전리출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리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① 위 수리요건 ①②③의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② 외국 출원인이 국적 또는
거주지를 이유로 명확하게 출원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③ 중국에 상시 거주지
또는 영업지가 없는 외국인이 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
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전리출원이 수리요건에 부합하면 그에 대한 출원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전리국 수리처에 직접 제출된 전리출원은 그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② 우체
18
3
) 출원료는 출원
국을 통하여 우송된 전리출원은 봉투의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b) 불수리 처분
전리출원이 수리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의 성명(
명
칭)및 불수리 원인을 기재한 불수리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그 출원서류는
불수리통지서와 함께 출원인에게 회송한다.전리국 수리처에 직접 제출한 전리출원
이 수리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출원인에게 불수리 원인을 설
명하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80) 일본특허법 제18조의2
181) 전리법실시세칙 제3조
182) 전리법실시세칙 제4조
183) 소인일이 불명료하여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리국이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하며, 봉투를 파일에 보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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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출원일 인정요건>
구분

KIPO

EPO

USPTO

JPO

SIPO

•신청취지
•Description
•출원종류 표시
•출원종류
•하나의 청구항
•출원인 성명/주소 •출원인 성명/주소
•출원 종류
•명세서(영어 가능) •명세서/청구항
•외국어 가능
•중국어

출원일
인정요소

•출원종류 표시
•출원인 성명
•명세서
•한국어

•출원취지
•출원인정보
•명세서
•외국어 가능

요건흠결시
(반려/보완)

•출원을 반려
- 소명기회 부여
•보완절차 없음

•보완절차 적용 •보완절차 적용

•출원을 반려
- 소명기회 부여
•보완절차 없음

•출원을 반려
- 소명기회 없음
•보완절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누락부분
추후제출

•있음

출원일 인정제도는 PLT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그런 견지에
서 각국이 PLT의 출원일 인정제도를 자국 법에 반영하는 경우,출원일 인정제도의
통일화는 쉽게 이룰 수 있다.그러나 PLT를 반영하는 출원일 인정제도로의 법 개정
은 관련 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므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특히,이러한 법 개
정은 필연적으로 관련 서식의 개정은 물론 전산시스템의 개편까지도 요구한다.그
렇다면,장기적으로 또는 수년 내에 PLT 출원일 인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각국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를 하고,중간 단계의 통일화 방안으로 ① 명세서
(
De
s
c
r
i
pt
i
on)외국어 주의,② 청구항 유예제도,③ 이전출원 인용 제도 등 출원인
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통일화를 먼저 이루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통일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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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지예외적용(신규성의제) 제도
1. 개요
발명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되고 특허등록이 되어야
하며,특허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공중의 지식이 된 발명에 대하여 일 개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산업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러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음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가혹하기도 하고 오히
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소
위 “공지예외적용”
(
또는 신규성의제)제도이다.

2. IP5국의 신규성의제 제도
(1) KIPO
특허법 제29조제1
항은 출원전에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특허
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184) 비록
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
29조 제1‧2항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본 규정은 2006
.3
.3.
자 개정으로 출원공개‧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
되었으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전에 공개한 경우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특허출원전
에 공개하였으나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 등이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184) 특허법 제30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게 된 경우
②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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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및
④ 출원일부터 30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b)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도 신규
성의제를 받을 수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되
어야 한다.다만,권리자 자신이 발명을 공개한 경우와는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 제30조 공지예외적용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후 보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허법원은 2010.
7.
16.
자 판결에서,제30조의 공지예외적용의 취지가 ‘
출원일의
출원서’
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공지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그
취지 기재의 누락을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
으며,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201
0.
8
.
18
.
자 상고되어 2
010.
10.
15.현재 계류 중에 있다.
특허법원 2010.7.16. 선고 2009허9518 판결 (대법원 상고 2010후2353)
1.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2006. 5. 26.~27.에 개최된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하였
고, 위 논문은 위 일자경 발간된 논문집에 게재되었다. 원고는 2006. 6. 21.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예외 적용대상 출원’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출
원일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
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위 논문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지예외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는 그 취
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출원에 대한 공지예외
적용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지예외적용주장불인정통지’를 하였다. 더불어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
원발명은 그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논문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8. 10. 29.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08원11430)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9. 11. 27.
‘원고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
재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 공개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
2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논문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지기술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논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제30조 규정의 입법취지
(1) 특허법 제29조 제1, 2항 규정의 취지는, 특허에 의한 발명보호의 목적이 국가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하여(특허법 제1조 참조), ‘특허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공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까지도 특허권자에
게 독점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특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사회기술의 진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의 두 가지 공익적 요청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발명시점으로부터 출원시점까지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발
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꺼리게 함으로써 특허출원 전 논문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에 의한 검증기
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조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 촉진에 악영향을 미쳐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오히려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자발적인 기술 공개에 대하여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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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건 아래 그 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
(3) 또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은 자기 공지 가운데 공지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는 공개의 형태를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제한하고,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었으나,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법은 공개 형태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
보하였고, 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절차적 요건도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전체적으로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에 의한 발명자 보호의 취지를 확대하고 있다.
3. 자기 공지예외 적용의 취지에 관한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
원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
용받고자 한다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보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제2항 규정의 취지
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출원이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사실을 명확
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한 출원인에게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
여하도록 정한 이상,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③ 반면, 위와 같은 보정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는 절차상의 형식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정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당해 출원발명의 실체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
을 받게 된다는 점,
④ 보정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하
여금, 특허출원 전에도 자유로이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조기 공개에 의하여 사회 전체
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와 ‘자기 공지 행위에 대한
제한 철폐와 절차 간소화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에 의한 발명자 보호의 취지를 확
대하고 있는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특허법 제30조제2항이 밝히도록 하고 있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취
지’는 그 성질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 심사가 행해지는 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 등의
특허 요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때에 비로소 필요한 사항일 뿐, 출원시부터 반드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의 사항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⑥ 특허법 제30조제1항은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
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만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상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의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할 것’의 의미를 ‘반드시 그
취지를 특허출원시에 출원서에 기재하여야만 하고 출원 이후 보정으로 이를 기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한다면, 이
는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법 제30조제1항 규정의 취지가 희
석될 수 있는 점,
⑦ 더구나, 특허법 제30조제2항의 절차상 요건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 취지는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
시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나, 비록 자기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시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자기 공
지 행위에 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발명의 출원 전 공지가 자
기 공지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를 들어, 공공기
관 소속 연구원인 발명자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자신의 연구결과가 추후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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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되어 배포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후 연구결과보고서가 간행물로서 제작되어 배포되는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포 사실
에 대하여 통보도 받지 못한 사안의 경우에도 발명자가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비공
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의 배포에 의한 발명의 내용 공개가 발
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은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실수로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출원서에 누락한 채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제2항 규정을 반드시 출원시 출원서
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나아가, 특허법은 물론이고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 공지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06. 6. 21. 특허출원을 하였고, 출원일 다음날로
서 역시 위 6개월내에 속하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
였는 바, 이에 의하여 자기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적법하게 보정한 경우
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논문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
지기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논문에 기재
된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2008. 9. 29.자 거절결정 및 이를 지지한 이 사건 심
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파리조약
파리조약은 국제박람회 출품에 관하여 신규성의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1
85
)즉,동맹국은 어느 동맹국의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공적(
다.
of
f
i
c
i
al
)또는 공적으

로 인정된 국제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등에 대
해 국내법령에 따라 임시보호를 부여하며,이러한 임시보호는 파리조약 제4조의 우
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각 동맹국은 당해 상품이 전시된 사실 및 반입일
자에 관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EPO
유럽특허조약(
EPC)
은 유예기간(
gr
ac
epe
r
i
od)
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
185) 파리조약 Article 11 [Invention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Marks: Temporary Protection at
Certain International Exhibitions]
(1) The countries of the Union shall, in conformity with their domestic legislation, grant temporary
protection to patentable invention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in respect of
goods exhibited at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s hel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m.
(2) Such temporary protection shall not extend the periods provided by Article 4. If, later, the right
of priority is invoked, the authorities of any country may provide that the period shall start from the
date of introduction of the goods into the exhibition.
(3) Each country may require, as proof of the identity of the article exhibited and of the date of its
introduction, such documentary evidence as it consider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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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os
ur
e
s
)
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
vi
de
ntabus
e
’
의 예로는 발명이 출원인
1
8
7
)우리법의 「의사
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로서,

에 반한 공개」에 상당한다.한편,국제박람회 전시에 기하여 신규성의제를 받기 위
해서는 공개후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를 일정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는 우리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4) USPTO
미국은 35U.
S.
C.102(
b)
에서188)출원인의 미국출원일의 1
년 이전에 그 발명에
대하여 미국‧외국에서 특허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또는 미국 내에서
공용‧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발명이 출원일 전에 공개되
었더라도 그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현재 논의 중에 있는 Pat
e
ntRe
f
or
m Ac
t
(
안)
에서는189)발명자 자신에 의
하여 유효출원일190) 전 1년 이내에 공지‧공용 등이 된 것은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
186) EPC Article 55 (Non-prejudicial disclosures) (1)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54, a disclosure of
the invention sha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it occurred no earlier than six month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d if it was due to, or in consequence of:
(a) an evident abuse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or his legal predecessor, or
(b) the fact that the applicant or his legal predecessor has displayed the inventio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sed, international exhibition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exhibitions signed at Paris on 22 November 1928 and last revised on 30 November
1972.
(2) In the case of paragraph 1(b),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if the applicant states, when filing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at the invention has been so displayed and files a supporting
certificate within the time limit an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187) ‘evident abuse’를 입증하려면, 그 발명을 개시한 자 측에서 ① 해를 끼치려는 사실상의 의도가 있거나 ②
그 개시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상 또는 해석상 인식이 있어야 한다.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2009.4. Part C, Chapter IV, Para. 10.3 (“For "evident abuse"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on the part of the person disclosing the invention, either actual intent to
cause harm or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that harm would or could ensue from this disclosure
(see T 585/92, OJ 3/1996, 129).”)
188) 35 U.S.C. 102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 . . (b)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on sale in this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189) PRA 35 U.S.C.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190) 국내‧조약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주장한 경우 그 최선출원일(PRA 35 U.S.C. 100(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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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제3자에 의한 발명의 공지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공지 전에 발명자가 먼
저 공지하였다면 발명자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출원하는 한 제3자의 공지사
1
9
1
)
실은 선행기술로 되지 않는다.

(5) JPO
일본 특허법 제3
0조가 규정하는 「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제도에 의
1
9
2) 시험,간행물 발표,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
하면,

를 통한 문서로서의 발표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아울러,의사에 반
한 공지 및 공적 박람회 출품도 포함된다.유예기간과 인정절차는 우리법과 동일하
다.

191) 현행법 35 U.S.C. 102(b) 규정과 비교하면, 유예기간으로 1년인 점은 동일하지만, ① 그 판단기준일을 미
국출원일이 아니라 “유효출원일”로 하는 점, ② 발명자 자신에 의한 공지만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점(다만,
제3자에 의한 공지가 있더라도 그 전에 발명자가 공지하였다면 제3자 공지는 선행기술로 되지 않음)에 차이
가 있다.
192) (発明の新規性の喪失の例外) 第30条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が試験を行い、刊行物に発表し、電気通信
回線を通じて発表し、又は特許庁長官が指定する学術団体が開催する研究集会において文書をもつて発表するこ
とにより、第29条第１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は、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６月以内にその者が
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条第１項及び第２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１項各号の一に該当
するに至ら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②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意に反して第29条第１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も、その該当するに
至つた日から６月以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条第１項及び第２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
ては、前項と同様とする。
③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が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以下「政府等」という。）が開設する博覧会若し
くは政府等以外の者が開設する博覧会であつて特許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に、パリ条約の同盟国若しくは世界貿
易機関の加盟国の領域内でその政府等若しくはその許可を受けた者が開設する国際的な博覧会に、又はパリ条約
の同盟国若しくは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国の領域内でその政府等若しくはその許可を受
けた者が開設する国際的な博覧会であつて特許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に出品することにより、第29条第１項各号
の一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も、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６月以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
いての同条第１項及び第２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１項と同様とする。
④ 第１項又は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を記載した書面を特許出願と同時に特許庁長官に
提出し、かつ、第29条第１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が第１項又は前項に規定する発明であることを証
明する書面を特許出願の日から30日以内に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특허법 제30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을 행하거나, 간행물에 발표
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또는 특허청장관이 지정한 학술단체가 개최한 연구집회에서 서면
으로 발표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행한 발명에 대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도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개설하는 박람회 혹
은 정부등 이외의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로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파리조약의 동맹국 혹은 세계무역
기구의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그 정부 등 혹은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에, 또는 파리
조약의 동맹국 혹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정부 등 혹은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출품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발명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행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항과 동일하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2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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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PO
전리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1
9
3
) ① 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최초로 전시한 경우,②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1
9
4
)
③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출원발명이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출원인은 출원시 그 취지를 표시
하고,출원일로부터 2
개월 내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의 조직단체
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관련 발명이 전시되거나 발표되었다는 증명서류 및,전시
또는 발표일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출원발명이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국
무원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출원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기한 내 증명서
1
9
5
) 출원인이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출원
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 신규성의제 효과를 받을 수 없다.

3. 신규성의제 제도의 비교
신규성의제 제도는 특허 실체에 관한 조약인 특허실체법조약(
SPLT)
(
안)
의 제9
1
9
6)즉,“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의 내용이,⑴ 발명자에

193) 전리법 제24조
194) 즉, 타인이 명시적‧묵시적 비밀보호의 약속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이 위협‧사
기‧간첩활동 등을 통하여 발명자로부터 발명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초래된 공개를 포함한다. 이런 경우의 공개
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
195) 전리법 시행세칙 제31조
196)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An item of prior art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claimed invention, in so far as that item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tem of prior art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 [and should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2) [Invoking Grace Period]
[Alternative A] The effects of paragraph (1) may be invoked at any time.[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submit a declaration invoking
the effect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End of Alternative B]
(3) ["Inventor"]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inventor" also means any person who, at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had the right to the patent.
(4) [Third Party Rights]
[Alternative A] A person who in good faith had,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item of prior art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under paragraph (1) and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used the claimed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his business or started effective and serious
preparations for such use shall have the right to start or continue to use the invention for that
purpose. The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used where the person performed any acts

- 66 -

의한 경우,⑵ 관청에 의한 경우로서,그 선행기술의 내용이,⒜ 발명자가 출원한
타출원에 포함된 경우,⒝ 선행기술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발명자로부터 직간접
적으로 입수한 제3자가 발명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또는 (
3)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선행기술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입수한 제3
자에 의한 경우에 의하여,청구된 발명의 우선일 이전 12월(
또는 6
월)동안에 선행
기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PLT(
안)
에서는,① 유예기간을 12개월로 할 것인지,아니면 6개월로 할 것인
지의 여부,② 출원시에 신규성의제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의 여부,③ 제3
자 선
사용자의 권리를 어떤 정도로 명확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미결상태로
1
9
7
)각국 간에 이견이 큰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남아있다.

(1) 유예기간
신규성의제 유예기간으로서 미국은 1
년이며,우리나라를 비롯한 EPO,일본,
중국은 6
개월이다.파리조약은 국제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에 대한 임시보호198)
로서 6
월을 인정하고 있다.미국은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
PO)
에서
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유예기간(
gr
ac
epe
r
i
od)
을 12개월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여 왔
다.
<유예기간>
구분

KIPO

EPO

USPTO

JPO

SIPO

유예기간

6개월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한․미 FTA 협정문에 의하면199) 유예기간으로 12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유
예기간 연장의 장점 및 단점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유예기간의 연장이 우리에게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으며,오히려 신규성의제 제도의 통일화를 통
하여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도록 조장하고,특허법 통일화 논의가 다시 촉발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an infringement under the applicable law.[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No provision in the Treaty and the Regulations. The Practice Guidelines would
clarify that the issues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remain a matter for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End of Alternative B]
197) 특허청,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1. 107면.
198) 파리조약 제11조 [국제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
199) 제18.8조 (특허) 7. 각 당사국은 공개가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
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공개에 포함된 정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공개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행해졌거나 또는 승인되었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나. 공개가 당사국 출원일 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Article 18.8: (Patents) 7. Each Party shall disregard information contained in public disclosures
used to determine if an invention is novel or has an inventive step if the public disclosure:
(a) was made or authorized by, or derived from, the patent applicant and
(b) occurr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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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일과 관련하여,우리법은 “한국 출원일”을 기
준으로 한다.즉,국내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분할‧변경출원인 경우 선출원일을 기준
으로 하지만,조약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조약우선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그
2
0
1
) 및 미국 P
2
0
2)
러나 SPLT(
안)
RA(
안)
에 의하면,조약우선권 주장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조약우선일이 그 기준이 된다.
특허 실체법의 국제적 통일화의 관점에서 보면,조약우선일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을 기산한다면 조약우선권으로 묶여진 패밀리 출원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조
건으로 특허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선행기술 및 신규성의제
요건 등 특허성 판단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된다면,유예기간의 기준일로서 조약
우선권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이 모든 국가에서 동
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발명자의 보호에 보다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신규성의제의 대상
한국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로서 국내외 출원
공개‧등록공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지행위에 대해서도 신규성의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인정 범위가 가장 넓다.미국법은 공지 주체에
상관없이 미국출원일과 그 이전 1년 사이의 모든 공지사유가 제102(
b)
조 규정의 선
200) 특허청,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1. 111면 참조.
201)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An item of prior art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claimed invention, in so far as that item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tem of prior art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 [and should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202) PRA 35 U.S.C.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
PRA 35 U.S.C. 100 Definitions
(i)(1) The term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in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means—
(A) if subparagraph (B) does not apply, the actual filing date of the patent or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invention; or
(B)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st application for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is entitled, as to
such invention, to a right of priority under section 119, 365(a), or 365(b) or to the benefit of an
earlier filing date under section 120, 121, or 365(c).
(2) The effective filing date for a claimed invention in an application for reissue or reissued patent
shall be determined by deeming the claim to the invention to have been contained in the patent for
which reissue was sought.

- 68 -

행기술로 되지 않는다.다만,미국 PRA(
안)
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면서 유예기
간의 적용대상으로서 발명자 본인의 공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EPO,일본,중
국은 파리조약에서 규정된 정도의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신규성의제 적용대상>
KIPO

EPO

USPTO

JPO

SIPO

•특허받을 권리를 가
진 자의 공지행위,
다만 국내외 출원공
개‧
등록공고는 제외
(제30조 1항 1호)
•특허받을 권리를 가
진 자의 의사에 반하
여 공지(제30조 1항
2호)

•특허출원인‧승계인
과 관련된 'evident
abuse'(Art. 55(1)(a))
•특허출원인‧승계인
이 특정의 박람회에
서 행한 발명의 개시
(Art. 55(1)(b))

•공지의 주체 및 사
유에 제한이 없음
(Art. 102(b))
* PRA(안): 발명자에
의한 공지, 다만 발
명자 공지와 유효출
원일 사이가 제3자
공지가 있는 경우 제
3자의 공지는 선행기
술로 되지 않음.

•특허받을 권리를 가
진 자가 시험, 간행
물에 발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발표
또는 소정의 연구집
회에서 서면으로 발
표(제30조 1항)
•특허받을 권리를 가
진 자의 의사에 반하
여 공지(제30조 2항)
•특허받을 권리를 가
진 자가 특정의 박람
회에 출품(제30조 3
항)

•중국정부가 주관하
거나 승인한 국제전
람회에 최초 전시(제
24조(一))
•규정된 학술회의 또
는 기술회의에서 최
초 발표(동조 (二))
•타인이 출원인의 동
의없이 그 내용을 누
설(동조 (三))

20
3
)(
한편,SPLT(
안)
에서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로서,
i
)발명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 뿐만 아니라 (
i
i
)특허청에 의하여 공개된 것 및 (
i
i
i
)발명자로부
터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자에 의하여 공개된 것도 포함한다.위 (
i
i
)
는,⒜ 발명자의
이전출원이 공개된 경우 및 ⒝ 발명자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제출
20
4
)
한 출원이 공개된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3)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1) [General Principle] An item of prior art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at claimed invention, in so far as that item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on a date
during the [12][six] months preceding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i) by the inventor,
(ii) by an Office and the item of prior art was contained (a) in another application filed by the
inventor [and should not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Office], or (b) in an
application filed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inventor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iii)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tem of prior art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204) 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Tenth Session, Geneva, May 10 to
14, 2004,
Article 9(1) [COMMENT (1): Subparagraph (a) concerns an item of prior art under Article 8(1) and
(2) which otherwise would affect the patentability of the claimed invention. Item (i) covers
informatio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and earlier applications under Article 8(2) filed by the
inventor. Item (ii)(a) relates to the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inventor's previous application [that should not have been published]. Item (ii)(b) deals with the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an application filed by an unauthorized third party. Item
(iii) concerns information publicly disclosed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at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It also covers earlier applications under Article 8(2), filed by a third
party which obta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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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에서 출원인 자신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대하여 신규성의제
를 인정하면서 그 단서로서 “
출원공개‧등록공고”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신규성의제 규정은 출원인의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촉진하여 연구활동의 활성
화 및 기술축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그 기술이
알려진 경우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특허공보에 게재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에 의한 공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 한
2
05
) 그러나 S
다.
PLT(
안)및 미국 PRA(
안)
을 고려할 때,향후 특허법 통일화 과정에

서는 우리법의 “출원공개‧등록공고”의 제한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신규성의제의 인정 절차
SPLT(
안)
에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안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안이 대립되고 있
2
06
)그리고 특허청이 유예기간의 적용에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경우에 그에 대한
다.
2
0
7
)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특허법 제30
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신규성의제의 취지를 기재하여 출
원하여야 하고,그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일본‧중국‧EPC의 경우도 모두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시
에 그 취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208)이들 국가들은 신규성의제 사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우리법은 공지 주체로서 타인을 제외
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인의 공지인 한 (
출원공개‧등록공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유를 신규성의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나 착오로 출원시에
어느 하나의 공지사실만이라도 그 표시를 누락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
는 신규성의제 대상의 확대로 발명의 조기공개를 유도하면서 발명을 조기공개한 출
원인에게 ‘
함정’
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사료된다.따라서 신규성의제 취지의
주장 및 입증은 그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출원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209)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the inventor.]
205) 산업자원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12. 3면 참조.
206)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2) [Invoking Grace Period]
[Alternative A] The effects of paragraph (1) may be invoked at any time. [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submit a declaration invoking
the effect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End of Alternative B]
207) SPLT(안) Article 16 Evidence
(1) [Request for Submission of Evidence by the Office] Where an Office reasonably doubts the
accuracy of an alleged fact relevant in the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it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accuracy of that fact.
208) 일본법 제30조 제4항, 중국법 第二十四条, EPC Rule 25
209) 즉, ‘사전신고방식’에서 ‘사후입증방식’으로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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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의제 인정 절차>
KIPO

EPO

•해당 사유 발생일로
부터 6월 내 출원
•권리자 자신의 공지
인 경우, 출원시 주
장(출원서에 그 취지
를 기재) & 그 입증
은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해당 사유 발생일로
부터 6월 내 출원
(Art. 55(2))
•출원인의 공지(Art.
55(1)(b))인 경우, 출
원시 주장, & 입증서
류(관련사실을 뒷받
침하는 확인서)는 출
원일부터 4월이내에
제출(Rule 25)

USPTO

JPO

•해당 사유 발생일로 •해당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이내 출원 부터 6월 내 출원
(§102(b))
•권리자의 공지인 경
* 102(b)는 신규성 적 우, 특허출원시 주장
용의 예외 특칙이 아 (특허출원서에 그 취
니므로 별도의 주장‧ 지를 기재), & 입증
서류를 출원일부터
입증이 필요 없음
30일이내에 제출(제
30조 4항)

SIPO
•해당 사유 발생일로
부터 6월 내 출원(제
24조 본문)
•제24조(一)(二)의 경
우, 출원시 주장, &
입증은 출원일부터 2
월이내에 제출(시행
세칙 제31조)
•제24조(三)의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문
의 요구에 따라 증명
서류 제출(위 시행세
칙 동조)

(4) 제3자 선사용자의 권리
우리 특허법에 의하면,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
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
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
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선
2
1
0
)따라서 신규성의제를 주장한 출원에
사용에 의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대해 특허된 경우에도 특허출원 전의 ‘
선의’
의 선사용자라면 법정실시권을 가진다.
문제는 특허출원의 발명자 공지일 및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당해 발명자의 공지로
부터 지득하여 실시‧준비를 한 경우에도 법정실시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가이다.
SPLT(
안)
에서는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자는 안[
Al
t
e
r
nat
i
ve A] 및
SPLT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각 체약국의 법률로 유보하자는 안[
Al
t
e
r
nat
i
ve
21
1
) 그런데 S
B]
이 대립하고 있다.
PLT(
안)
의 [
Al
t
e
r
nat
i
veA]
에서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
ape
r
s
on i
n good f
ai
t
h)
는 발명자의 공지로부터 발명을 지
2
1
2
) 발명자의 공지일 당시에 제3
득한 자도 포함한다.
자는 그 발명이 이미 출원되었

210) 특허법 제103조
211) SPLT(안) Article 9 Information Not Affecting Patentability (Grace Period)
(4) [Third Party Rights]
[Alternative A] A person who in good faith had,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item of prior art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under paragraph (1) and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used the claimed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his business or started effective and serious
preparations for such use shall have the right to start or continue to use the invention for that
purpose. The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used where the person performed any acts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an infringement under the applicable law. [End of Alternative A]
[Alternative B] No provision in the Treaty and the Regulations. The Practice Guidelines would
clarify that the issues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remain a matter for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End of Alternativ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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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아니면 추후에 신규성의제로 출원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 발명자의 출원이 있었다면 제3자에게 이를 계속 실
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원칙 하에서 신규성의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미리 공개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
선사용
의)권리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
자(
특허권자)
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발
명자의 공개에 대해 신규성의제(
유예기간)
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공개로 의하여
자신의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공지일과 출원
일 사이의 제3자의 행위로 형성된 권리까지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시사점
신규성의제(
유예기간)제도는 선출원주의 및 선발명주의의 기조에서 각각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즉,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출원인(
발명자)자신의 발
명도 선행기술을 구성하게 되지만,특칙에 따라(
예:한국 특허법 제30조)일정 유예
기간 내에 출원되는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시 출원인(
발명자)자신의 발명은
선행기술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반면,선발명주의를 취하는 미국
에서는 특허성 판단이 발명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발명인 이상 특허
성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따라서 선출원주의의 경우와 같이 출원일 이전의
공개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오히려 선발명주의에서는 발명행위
이후 이를 조속히 출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35USC 102(
b)
는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발명의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해당 발명이 특허출원되
지 않으면 특허성이 부정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하에서 신규성의제(
유예기간)제도가 적
2
1
3
) 다만,발명을 공개하였다면 일정기간 내에 그
용되는 정책적 배려가 상이하다.

212) 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Tenth Session, Geneva, May 10 to
14, 2004,
Article 9(4) [Alternative A] [COMMENT: Although this provision relates to the rights conferred by
patents and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ventions of a number of
delegations at the seventh session, it is kept in the draft SPLT. The changes are suggested in order
to clarify the link between the “information” and the “claimed invention”. A person “in good faith”
includes a third party who obtained th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for
example, the audience of a conference. It should be noted that, between the date on which the item
of prior art was included in the prior art and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hird parties
have no clue about whether a patent application relating to that information had already been filed
before the date of public disclosure or whether it would be filed after the disclosure by way of
invoking the effect of the grace period. Therefore, the matters underlying this provision seem to
address general issues concerning what kind of rights should be accorded to a third party using the
invention prior to the priority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213) 이런 측면에서, 선출원주의 제도 하에서는 “신규성의제 또는 공지예외적용”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선발명주
의 제도 하에서는 “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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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출원하여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이러한 유예
기간(
gr
ac
epe
r
i
od)
의 설정은 출원인(
발명자)
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유예기간의 길이나 그 적용을 받는 범위는 이러한 양자간 이익의 균형을
꾀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유예기간의 통일화가 강조되는 이유는,유예기간에 관한 각 국가
별 요건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록 국내에서는 유예기간
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더라도 외국에서는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출원인이 국제박람회에서 발명을 공개한 후에,가장 유예기간
이 짧은 국가를 기준으로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출원하여야 하고,국가별로 각
2
1
4
)
기 다른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특허출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개정법에서 신규성의제의 대상을 발명자 자신의 공지로
대폭 넓혀 기본적으로 SPLT(
안)
을 따르고 있으며,아울러 한미 FTA를 계기로 유예
기간을 6
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할 예정으로 있다.이는 선출원주의 기반의 특허제
도에 선발명주의의 요소를 반영하여 발명자의 특허받을 권리를 한층 보호하는 차원
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다만,신규성의제 사유를 발명자 자신의 모든 공지행위로
포괄한다면 “유예기간 동안의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행위 자체”를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출원일을 기준으로 취지의 주장 및 증
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추후 그 공지행위가 문제로 되었을 때 출원인
(
특허권자)
이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2
15
)
다.

214) SCP/12/3 Rev. Para 224.
215) 다시 말하면, 신규성의제 인정요건으로서 출원시 별도의 절차적 요건(사전신고방식)을 밟도록 할 것이 아니
라, 심사관(또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어떤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그것이 제30조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출원
인(또는 특허권자)은 그 사실을 주장․입증하고, 그 입증이 유효하면 그 인용자료는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
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2010.7.7.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제8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
다: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72조의10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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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우선권 제도
1. 개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에 대응하는 제도를 국내출원으로 도입한 것이
국내우선권 제도이다.파리조약 우선권은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
거나(
복합우선)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
일부우선)
이 가능한데
비하여 국내출원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내외국인간 불평등이 야기된다.국
내우선권 제도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우리나라는 19
90년 개정
2
1
6)
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IP5국의 국내우선권 제도
(1) KIPO
(a) 우선권 주장의 요건
A.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선출원”
)
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으로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
후출원”)
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B.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며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으로
서,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다.
C.선출원의 요건
선출원은 후출원시에 특허청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후출원을 하려
는 당시에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특허(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또한,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b) 우선권 주장의 절차
A.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
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B.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출원시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만 선출원일(
선출원이 2이상인 경우 최
216) 특허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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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일)
부터 1년 4
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c) 우선권 주장의 효과
2이상의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선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내
용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약우선권과 같다.다만,
후출원의 발명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
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요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후출원은 그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
개월이 지난 때에 취
하된 것으로 보며,다만 이미 그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특허(
실용
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또한,우선권주장을 수반하
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EPO
2
1
7
) 국내우선권 제도는
EPC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조약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 뿐만 아니라 PLT 요건도 반영되
어 있다.

(3) USPTO
미국은 일반 정규출원과는 별도로,조약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국내우선
권 주장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임시출원”을 규정하고 있다.임시출원(
Pr
ovi
s
i
onal
Appl
i
c
at
i
on)
은 35 USC 11
1(
b)규정에 따라 USPTO에 제출된 국내출원을 말하며,
35USC 111(
a)규정에 따른 출원 및 35USC 3
71규정에 따른 국내단계출원과 같은
정규출원과 구별된다.이와 같은 임시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면
조약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국내우선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 임시출원
임시출원은 Ur
uguay Round Agr
e
e
me
nt
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
2
1
8
) 임시출원에 기초한 정
부터 20년으로 개정하면서 1
995년6월8일자로 도입되었다.

217) EPC Art. 87 & 88, Rule 52-54
218) 정규의 선출원의 이익을 주장하는 계속출원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기간을 계산
한다. 그러나 외국출원에 기초한 우선권(foreign priority)을 주장하는 미국 정규출원은 그 특허 존속기간이
외국출원일이 아닌 미국출원일로부터 기산된다. 이로 인하여, 외국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인은 미국에 선출원한 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기간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 임시출원제도를 마련하여, 임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정규출원에 대해 조약우선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다.

- 75 -

규출원이 등록되면 임시출원일이 아니라 정규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기간이 산정된
다.
임시출원은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발명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PTO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임시적인 출원을 말하며,우선일 및 출원계속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임시출원에는 상세한 설명(
35USC 112규정의 (
1
)
절에 의한 명세
서)
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클레임의 기재가 불필요하고 선행기술 개시(
I
DS)의무가
없으며,명세서,도면 및 임시출원서를 제출(
수수료 납부)
하면 임시출원으로 인정된
2
19
)그리고 임시출원일 후 1
다.
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면,정규출원에 클레임된 발

명 중 임시출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발명은 임시출원일의 이익을 받는다.
임시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임시출원일로부터 12개
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포기 간주되며,그 이후에는 출원 계속 상태로 회복시킬 수
2
2
0)
없다.

(b) 임시출원이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요건
임시출원이 미국 정규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에서
22
1
) ① 임시출원일
우선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로부터 1
년 이내에 출원되고,② 임시출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발명에 관한 클레
2
2
2
) ③ 임시출원의 발명자와 적어도 한 명의 발명자가
임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공통되고,④ 임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정규출원이 임시출원의 계속 중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
나,AI
PA에서 "
c
ope
nde
nc
y"요건을 삭제하고 임시출원이 명시적으로 포기되었더라
도 그에 기초한 우선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이와 같은 개정은,조
약우선권의 경우 외국출원의 c
ope
nde
nc
y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조화를 맞추기 위
2
2
3
)
한 것이다.

(c) 우선권 주장의 표시
임시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정규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는
2
2
4
)
그 임시출원의 번호를 표시(
r
e
f
e
r
e
nc
et
o a pr
ovi
s
i
ona
lappl
i
c
at
i
on)
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표시는 후출원의 계속 중에 제출되어야 하되,① 후출원이 35USC
111(
a)규정의 출원인 경우,후출원일로부터 4개월 또는 임시출원일로부터 16개월
219) 임시출원을 하면서는 35 USC 119, 120, 121, 365 규정에 따라 다른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는 없다.
220) 35 USC 111(b)(5)
221) 35 USC 119(e)(1) 한편, 임시출원을 기초로 하는 디자인 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222) 임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5 USC 120 규정의 우선권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continuity of disclosure"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3) 이는, 35 USC 120 규정하의 국내우선권 실무에서 copendency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224) 37 CFR 1.789(a)(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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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늦은 때까지 제출되어야 하며,② 후출원이 PCT 국내단계출원인 경우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4개월 또는 임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때까지 제출되어야 한
2
25
)이 기간들은 연장할 수 없다.
다.

우선권 주장의 표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우선권 주장의 표시가 위 기간 “후”에 정규출원에서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표시가 비의도적 지연(
uni
nt
e
nt
i
onalde
l
ay)
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선권 주장이 인
22
6
) 비의도적 지연에 관한 신청서에는 ① 우선권 주장의 표시,② 추
정될 수 있다.

가 수수료,및 ③ 우선권 표시 기한일과 실제 우선권 주장일 사이의 전체 지연이
비의도적이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국내우선권 인정의 효과
임시출원에는 심사될 "
클레임 발명"
이 없기 때문에 실체 심사를 받지 않는
2
27
) 또한,임시출원은
다.

그 출원일로부터 12월이 지나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임시출원에 기초하여 복수의 정규출원에서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임시출원이 모두 정규출원일 전 12월 이내에 제출된 것이면 하나의 정규출
2
2
8)정규출원의 각 클레임
원에서 이들 임시출원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은 그 클레임이 뒷받침되도록 개시된 최초의 임시출원일의 이익을 받는다.한편,임
시출원에 기초한 정규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정규출원일을 기준으
22
9
)
로 계산된다.

(4) JPO
2
3
0) 우리와 실
일본의 국내우선권 제도는 소화6
0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는데,

질적으로 거의 같으므로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5) SIPO
중국 전리법은 조약우선권 뿐만 아니라 국내우선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다.즉,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최초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
월 내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대해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대해 특허출원하는 경우
2
31
)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225) 37 CFR 1.789(a)(5)(ii)
226) 37 CFR 1.789(a)(6)
227) 35 USC 111(b)(8) & 131
228) 37 CFR 1.78(a)(4) 복합우선
229) 35 USC 120 규정의 계속출원(CA‧CIP)과의 비교: 우선권 제도의 특징은 후출원에 대해 선출원의 범위 내
에서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복합‧일부우선이 가능하고 또한 특허존속기간이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된
다는 점이다. CA‧CIP 출원은 출원일 소급효 사항은 동일하지만, ① CIP 출원은 일부우선은 가능하지만 복합
우선은 할 수 없고 CA 출원은 복합‧일부우선 모두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② CA‧CIP 출원에 대한 특허존속
기간은 최선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점에서 우선권 출원과 다르다.
230) 일본특허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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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출원의 요건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선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전리출원(
외
관설계의 전리출원은 제외)
이어야 하며,다만 선출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23
2
) ①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② 선출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될 수 없다:

원의 발명에 대해 조약 우선권이나 국내 우선권을 주장한 적이 있는 경우,③ 선출
2
3
3
)
원에 대해 전리권이 수여된 경우.

(b) 우선권 주장의 표시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청구서에 우선권 주장의 표
시를 하여야 하며,우선권의 기초인 선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및 국가명칭(
즉,중
2
3
4
) 이러한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국)
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우선권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c) 후출원의 출원인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인은 후출원을 제출할 때 우선권양도증명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후출원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출
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우선권양도증명서류는
선출원의 전체 출원인이 서명하여야 하며,그 서류는 증명서류에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서명하여야 한다.

(d) 선출원의 취하 간주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 그 선출원은 후출원을 제출한 날에 취
하한 것으로 본다.출원인이 국내우선권 주장을 제출하고 초보심사를 통하여 요건
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로 보는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취하 간주된 선출원에 대하여는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은 서면으로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다.우선
권 주장으로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는 선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취하를 이유로 회
복되지 않는다.

3. 시사점
국내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국내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마련된 제도로서,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231) 전리법 제29조 (우선권 출원)
232) 실시세칙 제33조
233)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의 출원일에 전리국이 그 선출원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하는 통지서가 발송되면
그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34) 전리법 제30조, 실시세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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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즉,① 우선권 기간이 1년인 점,②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③ 존속기
간 기산일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
다만,우선권의 기초로 되는 선출원이,국내우선권의 경우 국내출원이고,조약
우선권의 경우 외국출원이라는 점에서,선출원의 요건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우선권 제도>
KIPO

구 분
우선권기간 •1년
출원인

선출원
요건

EPO

국내
•선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
동일(또는 그 승계인) 제도
① 후출원시에 선출원 없음.
의 계속 중이어야 함
(선출원이 포기·무효‧
취하, 특허결정‧
거절
확정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② 선출원이 분할‧
변
경출원인 경우 우선
권을 주장할 수 없음.

우선권 •후출원시에 취지 및
주장 표시 선출원의 표시
•선출원일부터 1년 4
개월 이내.
우선권 •다만, 후출원시에
주장의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보정(추가) 경우에만 가능.

선출원의 •선출원일로부터 1년
운명
3월후 취하 간주

USPTO
•1년

JPO

SIPO

KIPO와 동일 •1년

임시출원의 발명자와 적어 KIPO와 동일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도 한 명이 공통
(또는 그 승계인)
•임시출원
KIPO와 동일 •다음에 해당하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될 수 없음:
* copendency가 요구되지
않음.
①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② 선출원 발명에 대해 조
약우선권/국내우선권을 주
장한 적이 있는 경우
③ 선출원에 대해 전리권
이 수여된 경우.
•정규출원을 하면서 임시 KIPO와 동일 •후출원시에 취지 및 선출
출원번호 표시
원의 표시
•후출원일로부터 4개월 KIPO와 동일 •없음
또는 임시출원일로부터 16
개월 중 늦은 때까지.
․다만, 위 기간후라 하더
라도 비의도적 지연에 기
인한 것이라면 우선권 주
장이 인정될 수 있음.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후 KIPO와 동일 •후출원시 선출원의 취하
포기 간주
간주

(1) 선출원의 요건
우리법에 의하면 선출원이 국내우선권의 기초로 되기 위해서는 후출원 당시
에 그 선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미국의 경우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임시출원이 이미 포기되었더라도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우선권이 인
정된다.미국도 종전에는 정규출원이 임시출원의 계속 중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으나,조약우선권의 경우 외국출원의 c
ope
nde
nc
y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1
9
9
7
년의 AI
PA에서 "
c
ope
nde
nc
y"요건을 삭제하고 임시출원이 포기되었더라도
그에 기초한 우선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국내우선권 제도가 조약우선권 제도를 국내출원용으로 채택하여 내외국인 간
의 형평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때,조약우선권제도에 비하여 국내출원인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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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우선권 또한 그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법에서도 미국과 같이 "
c
ope
nde
nc
y"요건을 삭
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2) 우선권 주장의 보정(정정‧추가)
PLT Ar
t
.13
(
1
)
에 의하면,후출원일로부터 4개월 또는 선출원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우선권 주장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미국은 PLT 규정을 준
수하며,아울러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표시의 지연이 비의도적인 것이라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법에 의하면 선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
정정‧추
가)
할 수 있지만,이를 위해서는 후출원 당시에 반드시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법은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이 후출원시 우선권 주장이 이루어진 경우
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PLT는 후출원 당시에 우선권 주장이 없더라도
선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는 우선권 주장을 추가‧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후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이 없더라도 선출원일부터 1
6월 이내라면 우선
권 주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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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할출원제도
1. 개요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특허출원(
“
원출원”)
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
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서 그 일부를 1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이 분할출원
이 분할의 요건을 만족하면 원특허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분할출원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분할출원이 원출
원의 명세서‧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분할출원에 대해서 원출원일로의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점은 공통된다.다만,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분할출원
에 대한 심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 IP5국의 분할출원 가능 시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미국,EPO,중국 등 제외국의 특허법상 출원의 분
할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다.
<분할출원 가능 시기>
KIPO

EPO

USPTO

JPO

SIPO

•§47①의 보정기간
(최초OA전, 의견서제
출기간, 재심사청구
시)
•거절결정에 대해 심
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최초 출원(원출원)에
대한 최초 실질 심사
통지일로부터 2년내
•심사과정에서 심사
관의 단일성 결여 거
절이 있는 경우 그
거절 통지일로부터 2
년내
* 2010.4.1. 시행

•출원 및 심판의 계
속 중에는 언제든지
•특허허여결정의 경
우 등록료 납부 전

•출원의 보정기간
•특허허여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
•거절결정등본 송달
일로부터 30일내

•원출원의 계속 중
또는 허여통지일로부
터 2개월내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 한국
분할출원은 법 제4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
2
35
) 여기서,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다.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재심사청구시를 말
한다.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30
일이며,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235) 특허법 제52조. 2009년7월1일자로 시행된 특허법에서는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에 비하여 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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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O
출원인은 유럽출원 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분할출원에는 모출원과 동
일한 출원일이 부여되고 분할출원에 포함되는 주제에 관하여 모출원에 관한 우선권
2
3
6
) 다만,분할출원에서는 그 분할출원일 현재 모출원에서 유효하
의 이익을 갖는다.

게 지정되어 있는 체약국만을 지정할 수 있다. 출원인은 자진하여 분할출원
(
vol
unt
a
r
y di
vi
s
i
on)
을 할 수 있으며,발명의 단일성 결여237)
에 근거한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ma
ndat
or
ydi
vi
s
i
on)
.
EPO는 2010
년4월1일자로 시행된 EPC Rul
e
에서 분할출원에 대한 시기적 제
2
3
8
) 즉,분할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최초 실질 심사통지일로부터
한을 신설하였다.

2년 내에만 가능하며,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단일성 결여 거절이 있는 경우
2
3
9
) 종전에는 원출원의
에는 단일성 결여 거절 통지일로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다.

계속 중에는 언제든지(
특허등록의 경우 그 등록공고의 전날까지,거절결정에 대해
2
4
0
) 출원의 분할 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 계속 중)분할출원을 할 수 있었는데,

능 시기를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한편,EPO에서 출원일로부터 최
2
41
)E
종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9개월이 걸리며,
PO 출원에 대한 최초 심사통

236) EPC Article 76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1) A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be filed directly with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It may be filed only in respect of subject-matter
which does not extend beyond the content of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in so far as this
requirement is complied with, the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on the
date of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and shall enjoy any right of priority.
(2) All the Contracting States designat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at the time of filing of a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designated in the divisional application.
237) EPC Art. 82
238) EPC Rule 36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1) The applicant may file a divisional application relating to any pending earlier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rovided that:
(a) the divisional application is filed before the expiry of a time limit of twenty-four months from
the Examining Division's first communication in respect of the earliest application for which a
communication has been issued, or
(b) the divisional application is filed before the expiry of a time limit of twenty-four months from
any communication in which the Examining Division has objected that the earlier applicat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2, provided it was raising that specific objection for the first time.
* Amended by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CA/D 2/09 of 25.03.2009 (OJ EPO 2009, 296),
entered into force on 01.04.2010.
239) 분할출원 가능기간의 도과시 ‘Further processing’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240) 종전 EPC Rule 36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1) The applicant may file a divisional
application relating to any pending earlier European patent application.
241) EPO Annual Report 2009 ("On average, a granted patent was published 43.1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2008: 43 months), the figure varying between technologies from 35
months for Vehicles and General Technology to 57 months for Biotechnology, while the average
completion time for all procedures, irrespective of their outcome, was 39 months (2008: 39). Despite
a higher output in examination, the number of European examination files awaiting a final outcome
rose by 3.2 % to 501 100 (2008: 485 700), including cases for which examination had no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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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
2~20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위 24개월의 기간은
이와 같은 평균적인 심사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 개정규칙의 경과 규정으로,개정규칙의 시행일 당시에 분할출원 가능기간
이 이미 도과한 출원의 경우에는 20
10년10월1일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
2
42
)
다.

(3) USPTO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구별되거나 독립적인 발명이 클레임된 경우 미국특
2
43
)
허청은 이들을 분할하라고 요구하며,분할출원(
Di
vi
s
i
onalAppl
i
c
at
i
on)
은 통상적

으로 이와 같은 한정요구에 대응하여 제출된다.출원인은 원출원에서 둘 중 하나의
발명을 선택하고,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는 원출원이 등록이나 포기되기 전에 분할
출원할 수 있다.한편,한정요구가 없더라도,모출원에 개시되어 있지만 클레임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클레임으로 자발적으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미국의 분할출원은 출원의 계속 중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즉,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기 전에는 출원을 분할할 수 있으며,출원에 대해 허여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료 납부 전까지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4) JPO
일본의 2006년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하면 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시기는 명
2
44
)2
세서 등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로 제한되었는데,
006
년 개정으로 출

started.")
http://www.epo.org/about-us/office/annual-reports/2009/business-report/patent-process.html
242) 따라서 분할출원 가능기간이 2010년10월1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도 2010년10월1일까지 가능함. 예를
들어, 2008년 4월 1일에 실질 심사통지서(examination report)를 받은 경우, 2010년10월1일까지 분할출원
가능함.
243) 35 U.S.C. 121 Divisional applications. If two or more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one application, the Director may require the application to be restricted to one of the
inventions. If the other invention is made the subject of a divisional application which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20 of this title it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the original application. A patent issuing on an application with respect to which a requirement for
restriction under this section has been made, or on an application filed as a result of such a
requirement, shall not be used as a reference either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r in the
courts against a divisional application or against the original application or any patent issued on
either of them, if the divisional application is filed before the issuance of the patent on the other
application. If a divisional application is directed solely to subject matter described and claimed in
the original application as filed, the Director may dispense with signing and execution by the
inventor.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not be questioned for failure of the Director to require the
application to be restricted to one invention.
244) 이것은 출원의 분할이 명세서 등에 대해 수행하는 보정과 똑같은 작용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소화45년의
특허법 개정에서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춘 것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고, 특
허사정의 등본 송달 전이나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 전이면 언제라도 분할할 수 있다. 또한, 원출원에 대해 거
절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시기가 다음 기간으로 한정된다: ① 심사에서의 거절이유 통
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내, ② 특허법 제48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기재
에 대한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내, ③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④ 거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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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 ① 명세서 등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
원의 분할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는 기간내,② 특허사정(
제16
3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
허사정 및 제160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에 붙여진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사정을
제외한다.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또는 ③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의
2
4
6
) 아울러,특허료 납부기한 및 거절사정 불복심판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
2
4
7
)이와 같이 연장된 경우에 분할 가
청구기간은 청구나 직권에 의해 연장가능하고,
2
4
8) 우리나라와 비교하여,특허사정(
능기간도 연장된다.
특허결정)
이 있은 후에도 출

원을 분할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SIPO
전리출원이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자진하여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분할출원은 전리국으로부터 원출원에 대한 전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등기수속을 처리하는 2개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그러나 전리출원이 이미 거절‧취하‧포기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
2
49
)또한,거절되었거나 복심을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는,심사관이 이미 거절결정
다.

서를 발송한 원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원인의 복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복심을 청구한 후
또는 복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기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불복심판 청구후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
245) 일본 특허법 제44조(평성 18년(2006년) 개정, 2007.4.1. 시행) (특허출원의 분할)
① 특허출원인은 이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1.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
2. 특허사정 (제163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해야 하는 사정 및 제16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에 붙여진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를 해야 하는 사정을 제외한다.)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③ (생략)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특허 출원에 대해 제출된 서면 또는 서류
로, 새로운 특허출원에 대해 제30조 제4항, 제41조 제4항 또는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해당 새로운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30일의 기간은 제4조 또는 제1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그 연장된 기간을 한정하고,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30일의 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제1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
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한정하고,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46) 한편, 분할 시기 및 권리화 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한편 심판
청구 전까지 출원을 분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심결이 나온 후나 심판 청구 후에 특
허사정 및 거절사정이 이뤄진 후에는 분할 가능 시기로 추가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 청구이후에는, 종
래와 같이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응답 기간 중에 출원의 분할이 인정된다.
247) 특허법 제4조, 제108조 제3항
248) 특허법 제44조 제5,6항
249) 중국 실시세칙 제42조,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1부 제1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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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발명의 단일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되기도 하지만,그와는 무관하게 원
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하나 이상의 발명을 분리시켜
25
0
)이와 같은
별도의 출원으로 진행하고자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경우 특허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내용에 대해 새로 심사를 착수하는 것이 되
는데,가령 분할출원에 대해서 원출원에서 인용되었던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을 근
거로 동일한 거절이유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현행 우리법에 의하면 분할출원도
신규 출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은 모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의 청구항
발명이 원출원의 것과 그 기술적 특징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분할출원
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분할출원을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일반 출원과 마찬가지로 “최초”거절이
유를 통지할 것인지,아니면 출원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모출원의 거절이유를 그대로 갖는 분할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출원에 대해
동일한 거절이유를 반복하여 통지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하게 심사가 반복되는 불합
리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JPO
일본은 20
06년 개정법에 의하여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출원 당시
제시되었던 거절이유와 동일한 거절이유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최초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최후거절”로 통지하여 출원인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2
51
)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로서,모출원에 대해 (
다.
최초 또는 최후)거절이유의 통

지를 받은 후 거절이유 통지된 발명으로 그대로 분할출원(
즉,동일한 발명을 반복하
250) 예컨대, 원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되었는데, 심판을 거치는 것보다 특허청의 재심사를 받기 위하여 분할출
원을 하면서 원출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251) 일본특허법 제50조의2 (2006년 개정법)
（既に通知された拒絶理由と同一である旨の通知）第50条の２ 審査官は、前条の規定により特許出願について拒
絶の理由を通知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拒絶の理由が、他の特許出願（当該特許出願と当該他の特許出
願の少なくともいずれか一方に第44条第２項の規定が適用されたことにより当該特許出願と同時にされたことと
なつてい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前条（第159条第２項（第174条第１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
び第163条第２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通知（当該特許出願についての出願審査の請求前
に当該特許出願の出願人がその内容を知り得る状態になかつたものを除く。）に係る拒絶の理由と同一であると
きは、その旨を併せて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0조의2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통지) 심사관은, 전 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출원에 대해
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절이유가 다른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과 당해 다른
특허출원의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당해 특허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
어 있는 것에 한정됨)에 대한 전 조(제159조 제2항(제174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
16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심사의 청구
전에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없는 것을 제외함)에 관한 거절이유와 동일할
때는, 그 취지를 함께 통지해야만 한다.

- 85 -

여 분할출원)
하여 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일부러 연장시켜 권리화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심사관에 의하여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모출원의 심사과정에서 통지되었던 거절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분할출원에서 청구한 발명은 적어도 모출원에서 제기되었던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가 작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2) USPTO
특허청은 가능한 한 빨리,그러면서 출원인과 공중에게 다 같이 공정하게 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첫 번째 OA에서 충분히 검색되고 그 검색된 인용
자료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송할 필요가 있다.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반박할 기회가 주어진다.그러나 이와 같은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절차는 몇 번으로 제한된다.즉,일반적으로 1
차 거절에서와 다른 새로운 거절
2
5
2)
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차 거절은 최종거절(
Fi
na
lOA)
이 된다.

미국의 계속출원(
또는 분할출원 및 RCE의 경우도 포함)
에 대하여,계속출원의
모든 클레임이 ① 모출원에서 클레임된 발명과 동일하고 ② 그들 클레임이 모출원
에서 제시되었다면,계속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모출원에서 인용되었던 근거와 선
행기술로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계속출원에 대한 첫 번째 OA가
25
3
)
Fi
na
l
이 될 수 있다(
소위 “Fi
r
s
tAc
t
i
onFi
nalRe
j
e
c
t
i
on”실무)
.

그러나 모출원에 비하여 새로운 논점(
ne
w i
s
s
ue
)
이 제시되어 추가의 심사나
서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항(
ne
w mat
t
e
r
)
을 추가하여 CI
P 출원
한 경우에는 첫 번째 OA에서 최종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사점
(1) 출원의 분할 가능 시기에 대한 개선(안)
우리나라는 2009년 개정법에서 재심사청구제도(
제67조의2)
가 도입되면서,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즉,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기간 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법의 분할
출원 가능기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편 EPO의 경우에는 2010년에 분할출원에 대한 시기적 제한을 신설하였는
데,이는 다수의 분할출원으로 인한 EPO의 심사적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
252) MPEP 706.07, 37 CFR 1.113
253) MPEP 706.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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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미국의 경우에도 20
07년말에 심사적체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계속출원
/RCE 회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법원의 제지로 무산
된 바 있다.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EPO와 같은 심각한 심사적체 현상이 있는 것
도 아니므로 EPO의 입장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간에는 출원인이 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a) 특허결정 후의 일정 기간
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이 되면 그 결정 당시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
을 수 있다.출원인은 출원과정에서 자신이 특허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청구범위를 작성하고자 하였겠지만,원출원의 명세서 범위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청구범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없으며,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범위의
확장,변경 또는 감축의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그리고 원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정을 한 것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허결정 시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현재 청구범위로 당해 출원에 대한 특허
추진을 종료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출원인은 현재의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원출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특허를 추
진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예:일본과 같이 특
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또는 미국과 같이 등록료 납부 전)
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b) 심판청구 후의 항소기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심판‧소송 절차에서 그 심결이나 판결의 결
2
5
4
)출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되는 경우
론에 따라 그 출원의 특허 여부가 판가름된다.

는 심결‧판결에서 출원인이 패소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그와 같은 경우 다시 불
복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재작성된 청구범위로 다시 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원인이 보다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특히,출원의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제도 하에서,가령 심판에서 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출원
에 특허받을 수 있는 일부 청구항만이라도 특허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길
을 열어두는 것이 특허법상 발명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
특허법원으로의 제소 여부와 무관하게)
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4) 비록 현행법에서 심판이 계속되기 전에는 출원을 분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심판을 청
구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예; 심판단계에서의 거절이유 통지)가 아니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출원
인은 심판의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예비적으로 분할출원을 제출해 두는 경우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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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출원에 대한 원출원 심사 결과의 활용 방안
현행 우리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모출원과는 별도의 신규의 출원이므로 그
에 대하여 처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은 “최초”거절이유통지로 되어야 하며,가
령 분할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모출원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후”거
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을 할 수는 없다.
분할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모출원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제시되었고
그에 대해 거절이유가 통지된 바 있는 경우,분할출원의 남용을 막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분할출원을 심사한 결과 모출원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와 근거로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출원에 대한 첫 번째 OA를 “최초
거절”이 아니라 “최후거절”로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다만,이를 위해서
는 일본특허법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첫 번째 OA를 “최후거절”
로 할 수 있는 요건
은 다음과 같다:① 분할출원의 청구항 발명이 원출원에 심사된 발명과 그 기술적
특징이 공통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255) 및 ② 그 청구항에 적용되는 거절의 근거
가 되는 법규와 증거가 동일한 경우.
다만,심사관이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출원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
나 선행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는 청구항이 적어도 하나 있으면 “
최초”거절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원출원과 동일한 이유와 근거로 거절
하여야 할 경우라면 최초거절이유통지 없이 바로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으로써,분
할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의 신속‧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55) 분할출원의 청구항 발명이 모출원에서 심사된 발명과 그 기술적 특징이 다르다면 모출원에서 인용된 선행
자료를 분할출원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라도 “최초거절”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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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특허편
Ⅰ. 출원의 보정제도
1. 개요
출원의 보정이란 명세서‧도면의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
여 적법하게 하도록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정이 적법한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어 보정된 대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청구범위가 보정되더라도 심사관
은 그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를 개시하면 되기 때문에 심사 진행상 문제가 없지만,
실체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출원의 보정을 허용하게 된다면
심사관이 심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명세서‧청구범위가 바뀌게 되어 기존의 심사
결과가 무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의 통지 후에는 출원의 보정요건에 일정
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2. IP5국의 보정의 시기 및 범위
(1) 최초 OA 이전 및 1차 OA에 대응한 보정
(a) 최초 OA 및 1차 OA의 의미
‘
최초 OA’
라 함은 특허청에서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최초의 통지를 말하며,거절이유의 통지 또는 아무런 거절이유가 없어 특허를 부여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그리고 ‘
1차 OA’
라 함은 출원의 실체적
인 사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처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심사관의 조치를 말한
다.
최초 OA시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로는,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초거절이유
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이유통지 없이 발행된 특허결정서이며,미국
의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Nonf
i
nal OA 또는 거절이유통지 없이 발행된
Not
i
c
eofAl
l
owanc
e
이다.

(b) 보정범위
최초 OA 이전 또는 1차 OA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출
원의 심사단계 중에서 가장 넓게 인정된다.한국과 미국은 최초 OA를 받기 전 및
1차 OA를 통지받은 후에도 최초 출원의 명세서‧도면 내에서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2
5
6
)그러나 일본의 경우,최초 OA를 받기 전에는
않는 한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다.
2
5
7) 최초거절이유통지
최초 출원의 명세서‧도면 내에서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지만,

256) 특허법 제47조 제2항; 35 USC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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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후에는 그 보정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 ‘
발명의 단일성’요건이 더 추가된
다:즉,“그 보정 전에 판단을 받은 발명과 그 보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
25
8
)
명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1
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EPO의 경우,2
010년4월1일 시행된 EPC Rul
e
에 의하여 보정의 시기와 범위가
제한되도록 개정되었다.즉,보정의 시기로서,출원인은 Se
ar
c
h Re
por
t
를 받기 전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은259) 종전과 동일하지만, EESR(
e
xt
e
nde
d Eur
ope
an s
e
a
r
c
h
2
6
0
) 그 이후의 보정은
r
e
por
t
)
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답변 시에만 보정이 가능하며,
2
6
1
)
2
6
2
)따라서 현재로는 심사관의
심사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57) 일본 특허법 제17조의2(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제50조(제159조제2항(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1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이 項에 있어 동일)의 규정에 의한 통지(이하 이 條에서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최초로 받은 경
우에 있어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내에 할 때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다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최후로 받은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할 때
3. 제121조제1항의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 있어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때
② 제36조의2 제2항의 외국어서면출원의 출원인이 오역의 정정을 목적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오역정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때에는 오역정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제36조의2제2항의 외국어서면출원에 있어서는 同條 제4항의 규정
에 의해 명세서 및 도면으로 간주되는 同條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어서면의 번역문(오역정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경우에는 번역문 또는 당해 보정 후의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 각호에 언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보정을 할 때
는 그 보정 전에 받은 거절 이유 통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발명과, 그 보
정 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는 사항에 의해 특정되는 발명이, 제37조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시
키는 일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1. 제36조제5항에 규정하는 청구항의 삭제
2.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 보정 전의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보정 후의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산
업상 이용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3. 오기의 정정
4.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의 석명(거절이유통지와 관련하여 거절이유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한한다)
⑥ 제126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258) 일본특허법 제17조의2 제4항 (2006년 신설)
259) 이는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조사의 대상(클레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260) EPC Rule 70a (Response to the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 참조
261) EPC Rule 137 Amendment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Before receiving the European search report, the applicant may not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2) Together with any comments, corrections or amendments made in response to communications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under Rule 70a, paragraph 1 or 2, or Rule 161, paragraph 1, the
applicant may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of his own volition.
(3) No further amendment may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amining Division.
* Amended by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CA/D 3/09 of 25.03.2009 (OJ EPO 2009,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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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심사관의 동의가 있어야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
다.아울러,보정서 제출시 보정사항에 대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되는 부분을 특
정하여 하며,보정된 클레임은 비검색된 것으로서 원 클레임 발명과 결합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2
6
3
)
명세서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안 된다.

중국의 경우,출원인은 그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및 출원이 실
질심사 단계에 진입했다는 통지(
실질심사진입통지서)
를 국무원특허행정부서로부터
2
64
) 또한 출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출원에 대하여 자진보정할 수 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발행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특허출원서류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다.
보정의 범위로서,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
청구범위)
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는 안 되는 것은265)타국 규정과 동일하다.다만,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의 보정
2
6
6
) 즉,통지서에서 지적한 하
은 그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entered into force on 01.04.2010.
262) 종전에는 search report를 받은 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통지서를 받기 전에 출원인이 자진보정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심사관의 첫 번째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응신을 하면서 보정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심사관의 동의를 전제로 보정을 할 수 있었다.
* 개정전의 Rule 86 Amendment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Before receiving the European search report the applicant may not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2) After receiving the European search report and before receipt of the first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the applicant may, of his own volition,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3) After receipt of the first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the applicant may, of his
own volition, amend once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provided that the amendment is filed
at the same time as the reply to the communication. No further amendment may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amining Division.
(4) Amended claims may not relate to unsearched subject-matter which does not combine with the
originally claimed invention or group of invention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263) EPC Rule 137 Amendment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4) When filing any amend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3, the applicant shall identify them
and indicate the basis for them in the application as filed. If the Examining Division notes a failure
to meet either requirement, it may request the correction of this deficiency within a period of one
month.
(5) Amended claims may not relate to unsearched subject-matter which does not combine with the
originally claimed invention or group of invention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Nor
may they relate to subject-matter not searched in accordance with Rule 62a or Rule 63.
264) 전리법 실시세칙 제51조. 한편, 실용신안 또는 의장 전리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보정할 수
있다.
265) 전리법 제33조는 보정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실시세칙 제51조는 보정의 시기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
다.
266) 비록 보정의 시기 및 방식이 실시세칙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전리법의 요건을 만족하
는 보정은, 그 보정서류가 원 출원서류에 존재하는 하자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전리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
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보정은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보정으로 간주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심사절차의 단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사 보정내용이 원 설명
서 및 권리요구서의 기재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동의에 의한 보정으로 간주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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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보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의 보정에 대하여,원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독립항에 특허성이 없거나 필수기술 특징이 결여
되어 있어 독립항에 기술적 특징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경우,독립항에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특허성이 없는 등의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항의
기술특징을 변경하는 경우 등과 같은 보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원 설명서 또는 권
리요구서로부터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거나 당업자의 상식으로도 직접
적으로 알 수 없는 기술특징을 추가하거나 청구항 내의 기술특징을 변경하여 원출
원의 기재범위를 초과하거나 원설명서에서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으로 서술하고
2
67
) 즉,청구항
있는데 독립항에서 이를 삭제하는 경우,그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을 보정하면서 기술특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초 OA 이전의 보정범위>
KIPO

EPO

USPTO

JPO

SIPO

•최초 출원의 범위내 * ESSR을 받기 전에 •최초 출원의 범위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
는 보정 불가
* 실질심사진입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개
월내

<1차 OA에 대응한 보정범위>
KIPO

EPO

USPTO

JPO

SIPO

•최초 출원의 범위내 * ESSR에 대한 답변시. •최초 출원의 범위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 •심사통지서에서
- 다만, 그 보정 전의 지적한 하자에 대
•보정된 클레임은 검
색되지 않은 것으로서
발명과 보정 후의 발 하여 보정을 진행
원 클레임 발명과 결
명이 발명의 단일성 하여야 함.
합하지 않는 사항에
요건을 만족하여야 •청구항에서 기술
관한 것이어서는 안
함.
특징을 삭제‧
변경
됨.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2) 2차(Final) OA에 대응한 보정
(a) 2차 OA의 의미
‘
2차 OA‘
라 함은 1차 OA를 통지한 후에 출원인의 응신에 대해 재심사한 결
과 종전과 동일한 거절이유를 재차 통지하는 심사관의 조치를 말한다.한국과 일본
2
68
) 미국의 경우 F
의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이며,
i
nalOA가 여기에

다: ① 권리요구서 내의 기술적 특징을 삭제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② 청구항 내의 기술적 특징
을 변경함으로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③ 원래 보호를 요구한 주제에 대하여 단일성이 결여된 기술내용
으로 청구항의 주제로 하는 경우.
267)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8장 5.2(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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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b) 보정범위
2차 OA는 일단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적어도 한 번의 의견‧보정으
로 대응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2차 OA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보정할 수 있는 범
위는 1
차 OA에 대한 보정범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오기의 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의 한도 내
에서 보정할 수 있다.2009년1
월30일자 개정법에서 종전의 보정요건인 “보정이 특
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및 보정후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규정269)을
삭제하여,청구범위의 감축인 한 그 보정을 인정하도록 보정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청구항 삭제,청구범위 감축(
청구항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보정 전후 발명의 산업상 이용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가 동일한 것)
,오기의 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의 한도 내에서 보정할
2
7
0
)
수 있다.

미국의 경우,① 청구항 삭제,② 이전 OA에서 제시된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
는 보정,③ 심판에서 고려되기에 보다 나은 형식으로 거절 클레임을 제시하는 보
2
7
1
) 다만 보정이 필요한 이유 및 미리 제출되지 않았던 충분한 이
정을 할 수 있다.

유를 제시하면 실체적인 보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
중국의 경우,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2
7
2
)출원인이 복심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때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에 출원서류를 보정
할 수 있다 그러나,그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에서 지적한 결함을 제거
2
7
3
)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2차 OA에 대응한 보정에 있어서 오기의 정정이나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은
실체적인 추가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그
러나 발명의 실체사항에 관하여는 1차 심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
정범위를 제한하며,한국과 일본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미국
268) 다만, 한국과 일본의 “최후거절이유통지”는 2차 OA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1차 OA에서 제시된 거절
이유와 반드시 동일한 이유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및 거절결정 후의 보정범위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정의 범위를 검토하는 한에 있어서는 양자를 굳
이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서는 이를 2차 OA로 보기로 한다.
269) 종전 특허법 제47조 제4항
270) 일본특허법 제17의2조 제5항
271) 37 CFR 1.116(b)
272) 전리법 제41조
273) 전리법 실시세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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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클레임에 “ne
wi
s
s
ue
"
의 추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2차 OA에 대응한 보정범위>
KIPO

EPO

•청구범위의 감축
* 실체심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심사관의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 동의가 있어야 보정을
할 수 있음.
명
•OA 차수에 따른 보
정범위의 구분이 없
음.

USPTO

JPO

SIPO

•청구항 삭제
•이전 OA에서 제시된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
는 보정
•심판에서 고려되기에
보다 나은 형식으로
거절 클레임을 제시하
는 보정
* 다만 보정이 필요한
이유 및 미리 제출되
지 않았던 충분한 이
유를 제시하면 실체적
인 보정도 인정될 수
는 있음.

•청구항 삭제
•청구범위 감축(청구
항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
정 전후 발명의 산업
상 이용분야 및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한 것)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
명

•거절결정 또는 복
심통지서에서 지적
한 결함을 제거하
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됨.

(3) 특허결정 후의 보정
(a) 특허결정의 의미
‘
특허결정’
은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어 그 출원
이 특허등록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취지를 통지하는 심사관의 조치로서,
한국은 특허결정서,일본은 특허사정서,미국은 허여통지서(
Not
i
c
e ofAl
l
owanc
e
)
,
EP는 허여결정서(
De
c
i
s
i
on t
o Gr
ant
)
의 형식으로 발행된다.이와 같은 특허결정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그 출원에 대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b) 보정범위
특허결정이 되면 그 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원
에 대한 실체적인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27
4
)여기서의 청구항 포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는데,

청구항의 삭제와 동일한 것이다.따라서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해 청구항별로 삭제
하는 보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Not
i
c
eofAl
l
owa
nc
e통지 후에는 일반적으로 실체에 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지만 등록료 납부 전에 심사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실체적인 보
2
7
5
)
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274) 특허법 제215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2. 종전에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하였으
나 2001.2.3. 개정법에서는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료 납부 시에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5) 37 CFR 1.312 (Amendments after allowance)

- 94 -

3. 시사점
(1) 최초 OA 이전의 보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첫 번째로 발행되는 특허청의 조치
(
최초 OA)
가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최초
명세서의 기재사항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다만,EPO
의 경우에는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s
e
ar
c
hr
e
por
t
)
를 출원인에게 먼저
통지한 다음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가 진행되는 독특한 절차로 취하는데,조사보
고서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출원에 대해 실체적인 보정을 할 수 없다.

(2) 1차 OA에 대응한 보정
특허청으로부터 최초 OA가 발행되기 전 뿐만 아니라 1차 OA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도,최초 출원된 명세서‧도면의 범위 내에서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청구범위를 감축,확장 또는 변경하는 보정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심사
관이 OA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클레
2
7
6
) 다만,E
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보정의 범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PO

와 중국의 경우에는 OA가 나온 이후에 그 보정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편이
다.

(3) 2차 OA에 대응한 보정
1차 OA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보정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2
차 OA는 대개 심사관이 그 출원의 거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된다.2차
OA에서 1차 OA의 거절이유가 그대로 유지된 후에도 1차 OA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정범위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심사대상 발명이 변경되어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등 실체 심사를 재차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2차 OA에 대한 보정의 범위는 추가의 검색이 요구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기존의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
와 같이 2
차 OA에 대해 보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1차 OA에 대응하여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폭넓은 보정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등록결정 후의 보정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모두 해소되면 특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특허결정이 되며,일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그 특허결정된 명세서
276) 그렇지 않으면, 출원인이 출원시 “모든” 가능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출원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최
초 출원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청구범위의 보정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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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허등록(
공고)
될 것이다.따라서 특허결정 이후에는 명세서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다만 명백한 오기나 오류 등 특허공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정
을 위하여 심사관 직권보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96 -

Ⅱ. 심사관 직권보정 제도
1. 개요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사소한 기재불비를 제
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의 의견제출통지 절차 없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그 불비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모든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만 단지 명백한 오기만이 문제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
금 직권으로 이를 보정하도록 하여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자
는 것이 그 취지이다.우리법에서는 2009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어 2009
.
7.
1.이후 특
2
7
7)
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적용되었다.

2. IP5국의 직권보정 제도
(1) KIPO
(a) 직권보정사유
직권보정이 가능한 "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
이란,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해당 특허출원의 실체적인 권리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의 앞뒤 문맥으로 판단컨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청구범위를 특정하거
2
7
8) 그 예로는 국
나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을 의미한다.

어표준 용어 또는 맞춤법상의 단순한 오자,탈자 또는 도면부호의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다.

(b) 절차
직권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심사관은 직권보정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
27
9
) 출원인은 직권
로 기재하여 특허결정 등본과 함께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취사선택
을 할 수 있다.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의견이 제출된 해당 직권보정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EPO
EPO 심사부가 출원에 대해 유럽특허의 허여를 결정하기 전에 특허를 부여하
2
80
)이 정문에는 심사부가 직권
고자 하는 명세서 정문(
t
e
xt
)
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77) 특허법 제66조의2 (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278) 심사지침서 5288면
279) 심사지침서 5291-92면

- 97 -

으로 덧붙인 보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이 보정은 출원인이 받아들일 것으로 합리
28
1
) 이 정문은 Ru
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l
e7
1(
3)
에 따른 통지서에 첨

부되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그 통지서에는 지정기간282)내에 등록료의 납부 및 클
레임 번역문283)의 제출을 안내한다.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클
레임 번역문을 제출하면,출원인이 특허등록용 정문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출원인
은 Rul
e71(
3)통지서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지만,통상적으로는 특허등록의 준
28
4
)
비를 실질상 지연시키지 않는 보정만이 인정되며,심사관의 동의를 요한다.

(3) USPTO
심사관은 명세서나 출원서류에 어떠한 정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지만,출원이
허여상태에 있는 경우 “심사관 보정서"
(
Exami
ne
r
'
sAme
ndme
nt
)
에 의하여 명세서
본문에 있는 기재불비 사항 뿐만 아니라 클레임에 있는 오류나 누락을 정정할 수
있다.이러한 심사관 보정서는 기본 심사관에 의하여 서명되어 파일에 철해지며,그
사본은 출원인에게 송부된다.심사관 보정서로 클레임을 보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2
8
5
)심사관 보정
그 수정사항에 대해 전화나 면담으로 출원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에 의한 수정에 대해 출원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
2
8
6
)
만 그 보정서는 등록료의 납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한정요구에 대해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287)
,저촉절차에서 패소한 청구
항288),또는 심판 결과 거절된 청구항289)
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심사관 보정서가 사
280) EPC Rule 71 Examination procedure. (3) Before the Examining Division decides to grant the
European patent, it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text in which it intends to grant it, and shall
invite him to pay the fee for grant and publishing and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claims in the two
official languages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other than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within a
period of four months. If the applicant pays the fees and files the translation within this perio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pproved the text intended for grant.
281) EPO Guideline Part C. Chap. Ⅳ. 14.1
282) 현행 4개월(연장 불가)
283) 심사절차를 진행한 언어 이외에 EPO의 다른 두 공식 언어로 된 클레임 번역문
284) EPC Rule 137 Amendment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Before receiving the European search report, the applicant may not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2) Together with any comments, corrections or amendments made in response to communications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under Rule 70a, paragraph 1 or 2, or Rule 161, paragraph 1, the
applicant may amend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of his own volition.
(3) No further amendment may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amining Division.
285) MPEP 1302.04. 심사관 보정서에는 그 수정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아울러 면담일자, 면담자
및 면담방식(대면 또는 전화)을 표기하여야 한다.
286) 37 CFR 1.132
287) MPEP 821.01, 821.02
288) MPEP 2363.03
289) MPEP 1214.06, 1215.03,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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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4) JPO
명세서 등에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심사관은 다
29
0
) 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그 거절이유를 통
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지하면서 명세서 등의 기재불비 사항을 지적한다.② 그렇지 않으면,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i
)최초 거절이유의 통지 전이면 대리인에게 전화연락하여 자진보
정하도록 촉구한다.(
i
i
)명세서 등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i
i
i
)방식심사과에 연락하
여 그 불비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통지하도록 의뢰한다.
위 ②(
i
i
)
의 직권정정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사정에
앞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다:⑴ 그 불비에 대한 보정이 표현과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特計 → 特許)
;⑵ 그 불비에 대한 보정이 표현은 일치하지 않지만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상표명이라는 취지의 부기,발명의 명칭 및 특허청구범위의 말미
에 “식”(
문명식)
과 같이 실질적으로 발명의 내용에 직접 관계없는 것이 명확한 기
재의 삭제,명백한 오탈자의 수정 등)
직권정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 행하며,직권정정 전에
전화 등으로 출원인(
대리인)
에게 보정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행한다.

(5) SIPO
통상적으로 출원의 보정은 출원인이 정식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출원서류 내의 문자‧부호의 수정이나 삭제 및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서의 명확한 오
류에 대해서는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2
9
1
)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사점
I
P5국은 모두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보정의 대상,
시기 및 절차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즉,①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
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원이 특허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직권보정을
할 수 있는 점,② 직권보정할 수 있는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명백한 오탈자나 문법
상‧표기상의 단순한 오류 등과 같이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자명한 사항으로 한정되
는 점,③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
심사관 직권보정제도는 명세서 등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특허등록이 가능한 경우 특허결정서와 함께 심사관 보정서를 발송하여 그 기재불비
290) 일본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핸드북⌟ 51.01 (2005.9)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51.pdf
291) 전리법 실시세칙 제51조,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8장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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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함으로써 기재불비만을 이유로 하는 의견제출통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출원
에 대한 신속한 특허등록이 가능해진다.아울러,기재불비 사항이 모두 해소된 명세
서로 특허공고되므로 특허 명세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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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견서 제출기간 및 그 연장제도
1. 개요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특허청의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눌 수 있는데,여기서는 실체심사와 관련한 기간,즉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
한 의견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한편,PLT에서 기간의 연장 및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특허절차 통일화는 PLT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IP5국의 지정기간 제도
(1) KIPO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청장 등은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
2
92
) 기간연장신청은 지정기간의 만료
거나 또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지정기간의 도과 후에는 그 기간 내에 밟아야 할 절차를 진
행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방식심사와 관련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하고,그 연장기간은
2
9
3
) 의견서 제출기간 등 실체심사에 따른 지정기
원칙적으로 4
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하며,다만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
2
9
4
)연장신청가
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292) 특허법 제15조 제2항
293) 특허청,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2009.8.24. 일부개정, 2009.8.24. 시행)
제12조(절차의 보정기간등) ⓛ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
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
나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010.4.28. 일부개정. 2010.4.29. 시행)
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①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
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
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
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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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기간은 지정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 이며,그 기간 내의 연장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시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그러나 4개월을 초과하여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295)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2008
.
10
.
1.시행)출원인이 의견서제
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연장
, 제도>
총 6개월
지정기간 2개월

자동승인

심사관 판단

연장신청가능기간 : 4개월
거절이유통지
*안내문 통지

신청서
안내문 통지

신청서+소명서

*4개월 신청서 접수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출원인의 아무런 응신이 없더라도 심사관은 출원에 대
해 재심사하여 결정처분(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을 한다.만일 출원에 대해 거절결
정이 나오면 출원인은 재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EPO
(a) 응신기간
EPO의 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 지정기간으로는,방식요건 흠결과 같이 단순한
절차에 대해서는 2개월이 주어지며,실체심사에 관한 응신기간으로는 4개월이 주어
2
9
6)
2
9
7
)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출원인은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연장
진다.

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출원서비스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
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
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
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제23조의2 (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
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95) 초과기간 인정사유(예):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
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의견제출통
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⑦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
⑤의 경우라도 불인정함.
296) EPC Rule 132 Periods specifi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2) Unless otherwise provided, a
period specifi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be neither less than two months nor more than
four months; in certain circumstances it may be up to six months. In special cas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upon request, presented before the expiry of su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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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여야 한다.의견제출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은 전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
지 않는 한 그 이유를 불분하고 인정된다.전체응신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장
29
8
)한편,출원인이 의견
신청에 대해서는,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9
9
)
서 제출기간 내에 응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b) Further processing 및 권리회복절차
출원인이 기간을 놓친 경우 “Fur
t
he
rpr
oc
e
s
s
i
ng”
에 의하여300) 기간 미준수에
관한 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수료 납부와 함께 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301) 기
간 미준수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또한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권
3
0
2
)
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97) 기간연장 등에 대해서는 EPO Guidelines Part E Ⅷ 참조
298) 예를 들어, 대리인이나 출원인이 와병으로 제 때에 사건을 다룰 수 없거나 생물학적 실험에 긴 시간이 소
요된다는 등. 다만, 휴가나 업무과중 등은 해당되지 않음.
299) EPC Article 94 Examin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3) If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application or the invention to which it relates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the Examining Division shall invite the applicant, as often as
necessary, to file his observations and, subject to Article 123, paragraph 1, to amend the
application.
(4) If the applicant fails to reply in due time to any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the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withdrawn.
300) EPC Article 121 Further process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If an applicant fails to observe a time limit vis-à-vis the European Patent Office, he may request
further process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2)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grant the request,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are met. Otherwise, it shall reject the request.
(3) If the request is granted,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failure to observe the time limi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nsued.
(4) Further processing shall be ruled out in respect of the time limits in Article 87, paragraph 1,
Article 108 and Article 112a, paragraph 4, as well as the time limits for requesting further
processing or re-establishment of rights.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may rule out further
processing for other time limits.
301) EPC Rule 135 Further processing. (1) Further processing under Article 121, paragraph 1, shall be
requested by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within two months of the communication concerning
either the failure to observe a time limit or a loss of rights. The omitted act shall be completed
within the period for making the request
302) EPC Article 122 Re-establishment of rights. (1) An applicant for or proprietor of a European
patent who, in spite of all due care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having been taken, was unable to
observe a time limit vis-à-vis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have his rights re-established upon
request if the non-observance of this time limit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the refus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of a request, or the deeming of the application to have been
withdrawn, or the revo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or the loss of any other right or means of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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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PTO
(a) 응신기간
실체 심사에 관한 OA에 대한 기본 응신기간은 OA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출원인은 이 기간을 최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으며,늦은 응답을 제출하면서 소
3
03
) OA 응신을 위한 최대 법정기간은 6
30
4
) 어떠
급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월이며,

한 경우에도 응신기간은 6개월보다 더 연장될 수는 없다.PTO의 OA 발송일로부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
3
0
5) 출원이 포기 간주되는 것을 면하려면 출원인은 늦어도 6
된다.
개월 이내에 OA
3
0
6
)
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연장을 하려면 신청서와 수수료는 신청서에서 요청하는 연장된 응신기간
내에 제출307)되어야 하며,이들이 제출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신청된 기간만큼
3
0
8
) 전체 응답기간은 6
응신기간이 연장되며,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연장은 수

수료를 납부함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지정기간이 지난 다음 응신을 제
3
09
)
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취급된다.

(b) 권리회복절차
OA에 대한 출원인의 응신이 기한 만료 후에 제출되었고 기간연장도 허용되
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은 포기로 된다.이 경우 출원인은 3
7CFR 1.
137규정의 회복
신청서(
Pe
t
i
t
i
on t
o Re
vi
ve
)
를 제출할 수 있으며,그 신청서에 의하여 응신을 제 때
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하였거나 비의도적이었다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원이 회복될
3
1
0
) 이 신청서에는 ① 요구되는 응답을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응답,
수 있다.

303)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응신할 수 있는 지정기간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연장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
정기간이 지나서 응답을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연장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출원인이 small entity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수료는 반액이 된다.
304) 35 USC 133.
305) MPEP 710, 35 USC 133, 267. 우리나라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더라
도 바로 출원 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다시
거절결정의 처분을 하고,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심사관의 OA에
대하여 출원인의 응신이 없으면 그것으로 출원 포기로 간주되는 점이 다르다.
306) 우리나라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출원 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다시 거절결정의 형식의 처분을 하게
되고,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심사관의 OA에 대하여 출원인의 응
신이 없으면 그것으로 출원 포기로 간주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점이 다르다.
307)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응신(reply)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된 연장기간 내에는 응신하여야 한
다.
308) 37 CFR 1.136(a)
309) 이러한 신청서는 어떤 요구된 포맷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서에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취지를 기재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310) 37 CFR 1.137(a)(b) MPEP 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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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수수료,③ 응답을 제출함에 있어서 응답 기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전체 지연이 불가피(
unavoi
dabl
e
)
함 또는 비의도적(
uni
nt
e
nt
i
onal
)
임을 나타내는 증
거,및 ④ 37CFR 1.
137(
d)규정에서 요구되는 기간포기서 등이 요구된다.

(4) JPO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청장관,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3
1
1)기간연장신청은 지정기간의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며,지정기간의 도과 후에는 그 기간 내에 밟아야 할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기
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방식심사와 관련된 보정서의 지정기간은 재내자와 재외자 모두 3
0일312)
로 하
고,이는 연장되지 않는다.의견서 제출기간 등 실체심사에 따른 지정기간은,재내
자의 경우 60일313)(
특별히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75
일)
,재외자의 경우 3
개월314)
이며,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이 때 지정기간의 연장은 ① 거절이유통
지서에서 나타낸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 실험을 행해야 할 이유,② 거
절이유통지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서류의 번역을 행해야 할 이유의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재내자인 경우에 이유 ①에 의한 연장 청구 시 1개월
이 연장될 수 있고,재외자인 경우에 이유 ① 또는 ②에 의한 청구 시 1개월씩 3회
(
최대 3개월)연장될 수 있다.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
3
1
5
)
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다.

(5) SIPO
(a) 응신기간
심사관은 심사의견을 통지하면서 답변기간을 지정하며,그 기간은 심사의견의
수량과 성질,보정량,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데,1차 통지서에 대한 답변기간
3
1
6
) 심사관의 1
은 통상 4개월로 한다.
차 통지 및 출원인의 답변 후에,보다 밀접한

선행기술을 발견하였거나 종전 심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의견통지서를 재발송하며,이 경우 지정답변기간은 통상 2
3
1
7
)
개월이다.

지정기간의 연장청구는 기간만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기간연
31
8
) 연장기간은 일반적으로 2
장청구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11) 일본특허법 제5조 제1항
312) 일본방식심사편람 04.10.1.(7).イ, 04.10.2.(7)
313) 일본방식심사편람 04.10.1.(3).イ
314) 일본방식심사편람 04.10.2.(3).イ
315) 일본특허청「출원의 절차」 제2장 제15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참조
316)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8장 4.10.3
317)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2부 제8장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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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통지 및 결정에 대한 지정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지 1번의 연장을 인정한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
3
1
9) 한편,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설득력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하된 것으로 본다.

아니하거나 보정된 출원서류에 여전히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출
32
0
)
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b) 권리회복절차
출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전리법 및 그 실시세
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전리국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
경우,출원인은 장애요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내,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3
2
1
)
전리국에 그 종료된 심사절차를 회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PLT
PLT Ar
t11규정에 의하면,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하여 지정기간의 전에 소
3
2
3
)
정 요건322)
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면,적어도 2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는 지정기간의 만료 후에도 지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내에 소정 요
3
2
4
)
건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면,적어도 2개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기간 만료 후의 기간연장 신청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체약국은 지정기간
의 만료 후에도 소정 요건에 따라 그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
3
25
) 이는 신청에 의해서 기간만료된 절차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며,다른 요건,
다.

예컨대 불가피한 사유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PLT는 체약국이 Ar
t
.
11(
1)
(
ⅱ)
의 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과,Ar
t
.11(
2)
의 기
간 만료 후 절차가 계속되도록 하는 규정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318)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5부 제7장 4.
319) 전리법 제37조, 실시세칙 제53조
320) 전리법 제38조, 실시세칙 제53조
321) 전리법실시세칙 제7조
322) 기간 연장의 취지, 신청인의 서명, 문제되는 기간, 해태한 기간과 관련한 모든 요건
323) PLT Art. 11(1)(ⅰ), Rule 12(1)(2)
324) PLT Art. 11(1)(ⅱ), Rule 12(1)(2)
325) PLT Art.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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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기본응신기간 및 연장가능기간
한국의 경우 기본응신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가능기간은 4개월이며,타국의 경
우 기본응신기간은 2~4개월이고 연장가능기간은 2~3개월이다.기본응신기간 및 응
신가능기간을 합치면,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정도를 부여하고 있다.다만,한
국은 기본응신기간이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2) 기간연장 신청방식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정기간에 대해 그 기
간을 연장하려면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연장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미국은 지정기간이 지나서 연장기간 내에 응답을 제출하면
3
2
6
)
서 연장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EPO는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제도 대신에 PLT Ar
t
.11(
2)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의 절차의 계속”
(
Fur
t
he
rPr
oc
e
s
s
i
ng)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PLT Ar
t
.11
(
1
)
(
i
i
)규정에 따른 기간만료 후의 기간연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PLT Ar
t
.11(
2)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의 절차 계속”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도 PLT 요건을 만족한다.
<의견서 제출기간>
KIPO

구분
기본응신기간

2개월

최대연장가능기간 원칙적 4개월
연장신청시기

기간만료 전

Further Processing
없음
(PLT 11(2))

EPO

USPTO

JPO

SIPO

4개월

3개월

재내자 60일(75일)
재외자 3개월

4개월

원칙적 2개월

3개월

재내자 1개월
재외자 3개월

2개월

기간만료 전

기간만료 후 가능

기간만료 전

기간만료 전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미응신 효과

심사진행(거절결정) 출원의 취하 간주 출원의 포기 간주

심사진행(거절사정) 출원의 취하 간주

권리회복절차
(PLT 12)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3) 지정기간 내 미응신의 효과
한국과 일본은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출원 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계속 유지
326) 미국과 같이 기간 만료 후의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 연장가능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간이 지난 후 출원인이 언제 응신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출원의 상태가 불확
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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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다시 거절결정의 처분을 하고,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도 있다.그러나 EPO,미국 및 중국은 응신기간 내에 출원인의 실질적인 응신이 없
으면 그 출원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출원은 포기(
취
하)
된 것으로 본다.그러한 연유로,이들 나라의 경우 출원이 포기(
취하)
로 된 후에
도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이는 PLT
Ar
t
.12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정리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본 응신기간 및
연장가능기간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대 응신기간이 대부분 6개월인 점
에서 실질적으로는 국가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향후 가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PLT 규정을 고려하면,현행 우리법
과 같이 지정기간 만료 전의 연장신청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EPO와 같이 PLT Ar
t
.
11(
2)규정에 따른 “
기간 만료 후의 절차의 계속”제도를 새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
며,아울러 현행 EPO와 USPTO와 같이 PLT Ar
t
.12규정에 따른 권리회복제도도
새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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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의 중지제도
1. 개요
절차의 중지는 특허청의 입장에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당사자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데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는
3
2
7)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특허청의 결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해서도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절차를 중지하여
당사자의 절차 수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한편,특허청은 심사절차상 필요한 경
우 일정기간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으며,이는 심사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3
28
)
다.

2. IP5국의 심사 중지제도
(1) KIPO
(a) 중지사유
특허청장‧심판관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당연히 그 절차가 중지(
“당연중지”
)
된
3
29
) 특허청장‧
다.
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330)로 특허청‧특허심판원에 계

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
“결정중지”
)
를 명할 수 있
3
31
) 또한,심사‧
다.
심판절차에서나 법원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심결이

327) 한편, “절차의 중단”(특허법 제20조)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절
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새로운 수행
자가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벌률상 당연히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절차의 중단은
법정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반면 절차의 중지는 법률상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특허청장의 결정
에 의하여도 생길 수 있는 점, 절차의 중단은 절차수행을 할 사람의 교체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절차의 중
지와 구별된다.
32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010.4.28. 일부개정. 2010.4.29. 시행) 제7조 (심사보류 또
는 처리기간의 연장)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는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①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② 선행기술조사 외부의뢰를 한 경우
③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④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⑤ 기술내용이 난해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⑥ 경합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⑦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으로서 취하간주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⑧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⑨ 그 밖에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9) 특허법 제23조제1항
330) 예를 들어,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전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통신이 두절되어 당분간 회복될 전망이 보
이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갑작스런 중병으로 특허청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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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제척‧
확정될 때까지 재량으로 심사‧심판절차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심판절차가 중지한
3
33
)
다.

(b) 중지의 해소
당연중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결정중지의 경우에는 특허
청장‧심판관의 중지결정취소에 의하여,다른 절차와의 관계에 의한 중지의 경우에
는 심사관‧심판관‧법원의 중지결정취소에 의하여,제척‧기피신청에 의한 중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지되거나 해소된 경우
3
3
4)
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를
3
3
5
)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2) EPO
제3자가 자신이 EP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단[
Ar
t
.61(
1)규정336)
의 판
결]
을 구할 목적으로 출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거를 EPO로 제출한
경우,그 제3자가 심사절차의 계속에 동의하지 않는 한 EPO는 그 심사절차를 중지
3
3
7
)
3
38
)제3
(
s
t
a
yi
ng)
한다.
자의 그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EPO에 제출되어야 하며,이는

331) 특허법 제23조제2항
332) 특허법 제78조, 제164조
333) 특허법 제153조.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334) 특허법 제23조 제4항
335) 특허법 제24조
336) EPC Article 61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non-entitled persons. (1) If by a final
decision it is adjudged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the grant of the
European patent, that person ma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a) prosecut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s his own application in place of the applicant;
(b) file a new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same invention; or
(c) request that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be refused.
337) EPC Rule 14 Stay of proceedings
(1) If a third party provides evidence that he has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applicant seeking
a decis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1, paragraph 1, the proceedings for grant shall be stayed
unless the third party communicates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writing his consent to the
continuation of such proceedings. Such consent shall be irrevocable. However, proceedings for grant
shall not be stayed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2) Where evidence is provided that a final decis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1, paragraph 1,
has been taken,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inform the applicant and any other party that the
proceedings for grant shall be resumed as from the date stated in the communication, unless a new
European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61, paragraph 1(b), has been filed for all the designated
Contracting States. If the decision is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the proceedings may not be
resumed earlier than three months after the decision has become final, unless the third party
requests the 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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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9
)
취소할 수 없다.절차의 중지는 결정(
de
c
i
s
i
on)
으로 하여야 한다.

Ar
t
.61(
1)규정의 확정판결(
f
i
nalde
c
i
s
i
on)
이 나왔다는 증거가 제출되면,EPO
는 일자를 정하여 심사절차가 재개될 것임을 출원인 및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확정판결이 제3자의 승소인 경우,제3
자가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그 확정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는 재개되지 않는다.
또한,제3자가 Ar
t
.61
(
1
)규정의 판결을 구할 목적으로 EP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거를 이의신청 기간이나 이의절차에서 제출하면,심사절차
3
4
0
)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의절차(
oppos
i
t
i
onpr
oc
e
e
di
ngs
)
가 중지된다.

한편,Enl
ar
ge
d Boar
d ofAppe
al
의 절차가 계속 중이고 심사절차나 이의절차
의 결과가 Enl
ar
ge
d Boar
d의 심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적어도 어느 한 당사
34
1
)
자가 신청하면 그 절차가 중지된다.

(3) USPTO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기간 동안 PTO에
3
4
2)
3
4
3
)출원인의 신청으로
의한 OA의 중지(
Sus
pe
ns
i
onofAc
t
i
on)
가 허용될 수 있다.

37CFR 1.
1
03(
a)
(
d)
에 따라 OA가 중지되면 그 중지 신청일부터 중지 종료일까지의
3
4
4
) 심사관도 참증을 곧 인용할 수 있게 되거나 잠
일수만큼 PTA 기간이 감소한다.

재적인 저촉 등에 기인하여 OA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a) 출원인에 의한 신청
A.충분한 사유에 의한 중지 신청
출원인은 충분한 사유(
good and s
uf
f
i
c
i
e
ntc
aus
e
)
를 제시하고 수수료를 납부
3
4
5) US
하면서 심사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PTO는 PTO의 OA만을 중지할 뿐이

며,현재 계속중인 OA에 대한 출원인의 응답기간을 중지하지는 않는다.즉,OA에
* EPO Guideline A-IV, 2.2 to 2.5, E-Ⅶ, 1.
338) 절차의 “중단”(interruption)에 대해서는 EPO Rule 142 및 EPO Guideline E-Ⅶ, 1. 참조 (출원인, 특허권
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법적 무능력자로 된 경우 등과 같이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
로 되면 EPO에 계속 중인 사건의 절차가 중단됨.)
339) 이와 같은 중간결정은 최종결정과 함께 appeal 할 수 있다. EPC Art. 106(2) 참조.
340) EPC Rule 78 Procedure where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is not entitled. EPO Guideline D-VII,
5.1.
341) EPO Guideline E-Ⅶ, 3.
342) MPEP 709, 37 CFR 1.103.
343) OA의 중지(37 CFR 1.103)는 응신기한의 연장(37 CFR 1.136)과는 다르다. 즉, OA의 중지는 OA를 하려
는 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기간의 연장은 출원인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인의 응신
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상태의 OA가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해서는 OA 중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37 CFR 1.103
규정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심사관에 의한 OA 뿐이다.
344) 37 CFR 1.704(c)(1)
345) 37 CFR 1.103(a). IDS를 제출할 시간을 벌기 위한 중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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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출원인의 응답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그 OA는 중단되지 않는다.이 사유에 의
한 중지는 최대 6개월이다.출원인의 중지신청에 대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그 신
청의 승인 또는 불허를 통지하며,승인통지서에는 중지기간이 표시된다.
B.RCE 제출시 중지 신청
출원인은 RCE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심
3
4
6
) 예를 들어,특허성을 뒷받침하는 시험데이터를 포
사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함하는 선언서와 같은 보충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이 규정
의 중지신청은 RCE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만일 RCE가 부적법하면 OA가 중지
되지 않는다.RCE 및 중지신청이 적법하면 출원인에게 그 승인을 통지한다.이 중
지는 RCE에 대한 첫 번째 OA만을 중지시킨다.
C.심사의 연기(
de
f
e
r
r
al
)신청
3
4
7
) 최초 출원일(
출원인은,당해 출원이 공개될 것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우선
3
4
8
)이러한
일 및 조약우선일 포함)
로부터 3년까지 출원의 심사를 연기시킬 수 있다.

연기신청은 35USC 132규정의 OA 또는 Not
i
c
eofAl
l
owanc
e
가 발행되기 전에 제
출되어야 한다.연기신청이 승인되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며,연기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출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다.한편,출원인은 연기기간 중에 그 연기의 종
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37 CFR

요건

Fee, 37 CFR

중지의 최대 기간

1.103(a)

Petition with a showing of good and sufficient cause.

1.17(g)

6개월

1.103(b)

Request at the time of filing a CPA

1.17(i)

3개월

1.103(c)

Request at the time of filing an RCE

1.17(i)

3개월

1.103(d)

“Deferral of Examination”

1.17(i) & 1.18(d)

최선출원일로부터 3년.

(b) PTO에 의한 중지
PTO가 직권으로 출원에 대한 OA를 중지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
34
9
) OA가 중지되면 출원의 계속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P
여야 한다.
TO에 의한

OA 중지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한다.PTO에 의한 직권으로(
att
hei
ni
t
i
a
t
i
veof
t
he Of
f
i
c
e
)OA가 중지되면 그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 즉시 그 중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346) 37 CFR 1.103(b)(c). CPA에 대해서도 RCE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2003년7월14일자로 실용특허와 식
물특허에 대해서 CPA 제도가 폐지되었다.
347) 즉, 출원에 대해 37 CFR 1.213(a) 규정의 비공개신청이 제출되지 않았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제출되었으
면 그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8) 37 CFR 1.103(d). 이와 같은 심사연기신청제도는 미국이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국출원은 출원일 순으로 심사되는데, 이 제도를 통하여 출원인은 3년간 출원의 심사
를 유예할 수 있다.
349) 37 CFR 1.10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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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가 직권으로 OA를 중지하면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그 중지기간은
최대 6
개월이다.중지기간이 종료되면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예
를 들어,6개월을 기다린 후에도 여전히 인용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면 심사관은 다
른 인용자료를 찾으려고 시도하여야 하며,다시 중지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최
대 6개월의 2차 중지를 통지할 수도 있다.
3
5
0
) ① 정부
또한,USPTO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심사를 연기시킬 수 있다:

에 의해 소유된 출원인 경우,② 발명의 공개가 공중의 안보나 방위를 해칠 수 있
3
5
1
)
는 경우,및 ③ 정부 부서에서 그 연기를 요청한 경우.

(4) JPO
일본 특허법 제24조352)에서는 절차의 중지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13
0조,제
131조 및 제1
32조제2항을 심사,심판 절차에 준용하고 있다.즉,특허청이 천재 기
타 사유에 의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절차를
35
3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고장(
중지하며(
당연중지)
,
故障)
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35
4
) 소송절차의 중
때에는,특허청장은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결정중지)
.

지가 있는 때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며,이 경우 그 절차의 속행 시로부터 새로
3
5
5)한편,심결의 확정 또는 소송절차의 완결 때까
이 전(
全)
기간의 진행을 시작한다.
3
5
6) 제척‧
지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3
5
7
)이와 같은 일본의 제도는 우리와 동일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한다.

하다.

350) 37 CFR 1.103(f)
351) 한편, 신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단계에서, 보안그룹(Security Group)은 그 출원에 국가 비밀이나 원자에너
지 관련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일 그렇다면 그 출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다.
352) 일본특허법 第24条 民事訴訟法第124条（第１項第６号を除く。）、第126条、第127条、第128条第１項、第
130条、第131条及び第132条第２項（訴訟手続の中断及び中止）の規定は、審査、審判又は再審の手続に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124条第２項中「訴訟代理人」とあるのは「審査、審判又は再審の委任による代理
人」と、同法第127条中「裁判所」とあるのは「特許庁長官又は審判長」と、同法第128条第１項及び第131条中
「裁判所」とあるのは「特許庁長官又は審判官」と、同法第130条中「裁判所」とあるのは「特許庁」と読み替え
るものとする。
353) 일본 민사소송법 （재판소의 직무집행불능에 의한 중지） 제130조 천재 기타 사유에 의해 재판소가 직무
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중지한다.
354) 일본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고장에 의한 중지） 제131조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고장(故障)에 의해 소송행
위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２ 재판소는,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55) 일본 민사소송법 （중단 및 중지의 효과） 第132条 ２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있는 때에는, 기간은
진행을 정지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수계의 통지 또는 그 속행 시로부터 새로이 전(全)기간의 진행을
시작한다.
356) 일본특허법 제54조
357) 일본특허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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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PO
(a) 중지
지방지식산권국 또는 인민법원이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귀속분쟁을 수리
하였거나 또는 법원이 전리권에 대하여 소송보전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한 때에 전
리국이 권리귀속 분쟁 당사자의 청구 또는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
3
5
8
)중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전리출원 취하,전리권 포기,권리
지할 수 있다.

양도 등 권리의 상실 또는 이전과 직접 관련된 수속처리의 중지,② 취하 간주,전
리권 종료,전리권 수여,전리권 취득포기 간주 등 화해결론 또는 판결의 이행과 직
접 관련된 통지 또는 결정의 정지,③ 전리권 수여,전리증서 반포 및 전리권 수여
공고의 절차 정지,④ 심사,복심,무효선고청구심사의 모든 절차 정지.

(b) 절차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귀속분쟁의 당사자가 전리국에 관련 절차의 중지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절차중지청구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원이 전리권에 대한 소송보전조치의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발행한 소송보
전협조통지서 및 재정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중지기간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귀속분쟁의 당사자가 제출한 중지청구에 대하여
그 중지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즉,중지청구일로부터 1년이 되면
그 절차중지는 종료하며,전리국은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권리귀속분쟁이
1년 내에 종료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절차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중지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기간연장 청구가 없으면 전리국은 그 1개월 후
에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법원의 소송보전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중지한 절차에 대해서는,보전기간이 만
료되고 또한 보전조치의 계속에 대한 법원의 재정이 없는 경우에 전리국은 중지기
간 만료일의 1개월 후에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하고 이를 법원과 전리권자에
게 통지한다.

(d) 중지의 취소
지방지식산권국이 행한 처리결정 또는 인민법원이 행한 판결이 법률효과를
발생한 후에 전리국은 중지를 취소하여야 한다.전리국은 권리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에는 원절차를 계속하며,권리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당사자에게 중
지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서지사항 변경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한
다.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권리를 취득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면 조속히

358) 중국전리심사지침서 제5부 제8장 7. (중지절차). 중국의 중지 규정은 EPO의 그것을 본 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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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를 취소하고 원절차를 계속한다.

3. 시사점
특허청이나 당사자의 장애로 또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로,심사절차를 진행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또한 심사절차상 적당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당해 출원에 대한 심사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다.미국도 출원인의 신
청이나 PTO의 직권으로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PO의 경우에는 “
무권리자의 출원‧특허”를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중국도 이와 마
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법의 경우,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
정되거나 특허가 무권리자에게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령 출원 또는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특
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심판 절차를 중
3
5
9
)
지할 수 있을 것이다.

359) 특허법 제78조, 제1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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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1. 개요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실시할 수
3
6
0)의약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나 농약 발명의 경우 그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지만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기 전
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데,이와 같이 설정등록 후에도 특
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법에는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수반하여 198
7년7월1일부터 시행된 법에 처음으
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연장제도는 의약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
고 있으며,그 절차나 요건도 유사하다.다만,중국에는 이와 같은 존속기간연장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IP5국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1) KIPO
(a) 연장등록 대상
연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으로서,① 약사
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및 ②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하
3
6
1
)
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b) 연장등록출원 시기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특허권
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

(c) 연장가능 기간
360)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
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
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1) 시행령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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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허
가 등으로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최대 5년의 기간에 대해 연장등록이 인
정된다.

(d) 연장등록출원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
청구범위의 표시,연장신청의 기간,허가 등의 내용 및 연장이유 등을 기재한 연장
3
6
2) 특허청장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특
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공보에 게재한다.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
며,다만 그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등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다음과 같은 거절사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의견제
출 기회가 부여되며,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
3
6
3
) ①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
결정을 한다:
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②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③ 연장신청의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
3
64
) ④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⑤ 특허권이 공유
하는 경우,

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연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36
5
)
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
록결정을 하며,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
3
6
6)
에 등록하고 특허공보에 이를 게재한다.

362) 제90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63) 특허법 제91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364) 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365)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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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3
6
7
)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연장은 처음
이를 다툴 수 있다.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다만,연장등록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만 연장
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f)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
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
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3
6
8
)
아니한다.

(2) EPO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
984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
87년 우리
나라,1988년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데 비하여 유럽연합(
EU)국가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그러나 의약품 허가 지연에 따라 의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는 EU 국가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문제이었
기 때문에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
0년 6월
프랑스는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물질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보호하
는 Ce
r
t
i
f
i
c
at
eofCompl
e
me
nt
ar
yPr
ot
e
c
t
i
on(
CCP)제도를 도입하였고,19
91년 10월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의약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EU 회원국의 개별적인 입법은
결국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개별 회원국에서 서로 다른 기간의 특허보호가 이루어
짐을 의미하게 되었고,이러한 특허보호 기간의 차이는 공동시장이라는 EU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따라서 EU 각료이사회(
Counc
i
l
)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Suppl
e
me
nt
ar
yPr
ot
e
c
t
i
onCe
r
t
i
f
i
c
at
e(
SPC)제도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EU 회원국의 협상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추가 보호기간으로 최대 5년,남아있는
특허권 존속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5년까지 유효한 특허보호기간을 부여하는 형태
366) 제9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의 기간
5.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내용
367) 제13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368) 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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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PC 제도가 도입되었다.

(a) 관련 법규
의약품(
Me
di
c
i
nal Pr
oduc
t
)
에

대한

SPC 제도를

EU에서

도입하는

EU

Re
gul
at
i
on 제1768/9
2호가 19
92년 7
월에 EU Counc
i
l
에서 승인되어 1993.
1.
2.
부터 발
효되었다.이것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
009.
7.
6.
자로 발효된 EU Re
gul
at
i
on 제
469/2009호로 대체되었다.식물보호제품(
Pl
antPr
ot
e
c
t
i
on Pr
oduc
t
;살충제,제초제
등)
의 SPC에 관한 EU Re
gul
a
t
i
on 제1
610/96
호가 19
96.
7.
2
3. 추가로 제정되어
1997
.
2.
8.
부터 시행되었다.
SPC는 특허권의 종료시에 유효하게 되지만,EPC에도 EP 특허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인 EPC
36
9
)본 개정으로,제품 시판
Ar
t
.63도 1991
.
12
.
17
.개정되어 199
7.
7
.
1.
부터 시행되었다.

전에 법령에 의한 행정허가절차를 요하는 경우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
정이 추가되었다.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는 200
7.
1
.
26
.
부터 시행된 EU Re
gul
at
i
on제1901/2006호에 의하여 6개월의 추가적인 SPC를 제공
3
7
0)
하며,이는 2006.
12.
20.
자 제1
901/20
06호로 개정되었다.

EU Re
gul
at
i
ons
는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SPC는 각 국가별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SPC 대상 및 범위
SPC의 적용범위는 회원국에서 특허로 보호되면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행정
허가절차(
a
dmi
ni
s
t
r
a
t
i
veaut
hor
i
s
a
t
i
on pr
oc
e
dur
e
)
를 따라야 하는 의약품371) 또는 식
369) EPC Article 63* Term of the European patent
(1) The term of the European patent shall be 2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2) Nothing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limit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extend the term
of a European patent, or to grant corresponding protection which follows immediately on expiry of
the term of the patent,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applying to national patents:
(a) in order to take account of a state of war or similar emergency conditions affecting that State;
(b) if the subject-matter of the European patent is a product or a process for manufacturing a
product or a use of a product which has to undergo an administrative authorisation procedure
required by law before it can be put on the market in that State.
(3)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uropean patents granted jointly for a group of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4) A Contracting State which makes provision for extension of the term or corresponding protection
under paragraph 2(b) may,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Organisation, entrust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tasks associated with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 Amended by act revising Article 63 EPC of 17.12.199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04.07.1997
(OJ EPO 1992, 1 ff).
370) 원래의 SPC 시스템(Regulation 제1768/92호)은 법령상 지연으로 인한 의약회사의 권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SPC 연장제도(Regulation 제1901/2006호)는 소아집단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으로, SPC 연장제도는 원래의 SPC 시스템의 제정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http://en.wikipedia.org/wiki/Supplementary_protection_certificate 참조)
371)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1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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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호제품372)
이며,행정허가에 의하여 커버되는 제품 및 그 사용에만 그 보호가 미
3
7
3)
친다.

(c) SPC 인정요건
SPC를 받기 위해서는,의약품으로서 제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허가
3
7
4
) 그 출원시에 다음의 요건을
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출원을 하여야 하며,
3
7
5
) ① 그 제품이 현재 유효한 기본특허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을
만족하여야 한다:

것,② 유효한 행정허가를 받았을 것 및 그것이 첫 번째 행정허가일 것,③ 그 제품
에 대해 이전에 SPC를 받지 않았을 것.

(d) 심사절차
SPC 출원이 되면 관청은 그 내용을 공고하며,그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3
7
6
)지정기간내 그
하는 경우 출원을 거절하면서 그 흠결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출원은 거절되며,이에 대해 출원인은 Appe
al
을 제기할
3
7
7
)
수 있다.

(a) ‘medicinal product’ means any substance or combination of substances presented for treating or
preventing disease in human beings or animals and any substance or combination of substances
which may be administered to human beings or animals with a view to making a medical diagnosis
or to restoring, correcting or modifying physiological functions in humans or in animals;
(b) ‘product’ means the active ingredient or combination of active ingredients of a medicinal
product;
372) Regulation (EC) No 1610/96 Article 1 Definitions
1. 'plant protection products': active substanc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one or more active
substances, put up in the form in which they are supplied to the user, intended to:
(a) protect plants or plant products against all harmful organisms or prevent the action of such
organisms, in so far as such substances or preparations are not otherwise defined below;
(b) influence the life processes of plants, other than as a nutrient (e.g. plant growth regulators);
(c) preserve plant products, in so far as such substances or products are not subject to special
Council or Commission provisions on preservatives;
(d) destroy undesirable plants; or
(e) destroy parts of plants, check or prevent undesirable growth of plants;
2. 'substances': chemical elements and their compounds, as they occur naturally or by manufacture,
including any impurity inevitably resulting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
3. 'active substances': substances or micro-organisms including viruses, having general or specific
action:
(a) against harmful organisms; or
(b) on plants, parts of plants or plant products;
4. 'preparations': mixtures or solutions composed of two or more substances, of which at least one
is an active substance, intended for use as plant protection products;
373)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4
374)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7. 다만, 행정허가일이 특허등록 전이면 특허등록일로부터 6개월내
SPC 출원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승인된 SPC 기간의 연장을 위한 출원은 SPC 만료일의 2년 전에 출원
하여야 한다.
375)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3
376)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9
377)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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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8
) 제3
SPC가 승인되면 관청에 의하여 그 내용이 공고된다.
자는 요건을 충족
37
9
)
하지 못한 SPC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그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 연장기간의 계산
SPC는

기본특허의

만료 당시부터

유효하며, SPC 기간은

유럽경제구역

(
Eur
ope
an Ec
onomi
cAr
e
a;EEA)내에서 첫 번째 Ma
r
ke
t
i
ngAut
hor
i
zat
i
on(
MA)
의
3
8
0
)다만,S
등록일에 의존하며,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PC 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Re
gul
at
i
on 제1
901/20
06호 Ar
t
.36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그 추가연장은 1회에 한한다.
Te
r
m =(
[
EEA에서의 첫 번째 MA 등록일]
(
A일자)-[
당해 특허의 출원일]
(
B
일자)
)-5년
-A일자와 B일자 사이가 5년 이하인 경우 SPC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A일자와 B일자 사이가 5년 이상이면서 1
0년 미만인 경우,SPC 기간은 5년
일자와 A일자 사이의 기간임.
-A일자와 B일자 사이가 10년 이상이면,SPC 기간은 5년임.

(f) SPC 효력
SPC는 기본특허에 대해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수여하며,또한 그와 동
3
8
1
)
일한 제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3) USPTO
“법령검토”(
r
e
gul
at
or
yr
e
vi
e
w)
에 기초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PTE)제도는
38
2
)
Hat
c
hWa
xma
n Ac
t
의 결과이다.이 법은 “pr
e
mar
ke
tr
e
gul
at
or
yappr
oval
”
을 받

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허기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3
83
)① 특허권자가 당국(
다.
r
e
gul
at
or
yage
nc
y)
으로부터의 승인없이는 제품을 상업적

으로 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의 특허기간을 상실하게 되는 점,② 경업자가 특
허만료 전에 FDA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 등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업자가 특허만료 후 즉각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점.
35 USC 156 규정(
Ext
e
ns
i
on ofPat
e
ntTe
r
m;PTE)
은 당국에 의한 선승인
(
pr
e
mar
ke
tgove
r
nme
ntappr
oval
)
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378)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11
379)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15, 16
380)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13
381) Regulation (EC) No 469/2009 Art. 5
382)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Pub. L. No. 98-417, 98 Stat.
1585 (codified at 21U.S.C. 355(b), (j), (l); 35 U.S.C. 156, 271, 282)
383) Eli Lilly & Co. v. Medtronic Inc., 496 U.S. 661, 669, 15 USPQ2d 1121, 112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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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4
) 이 규정은 인간 의약품,음식이나 첨가물,의료장치,동
유인책으로 입법되었다.

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자로 하여금 당국으로부터의 시판승인을 받는 동안 잃
어버린 특허기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특허기간연장에 따른 권리는 그 승인
3
8
5
) 따라서 특허에서 그 승인제품과 더불어 다른 제품도 클레임
제품으로 한정된다.

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제품의 권리는 원특허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특허기간연장의 반대급부로서,국회는 35USC 271
(
e
)
에 의하여 커버되는 제품
에 관하여 “Roc
hePr
oduc
t
sv.Bol
arPhar
mac
e
ut
i
c
al
s
,7
33F.
2d 8
58,221USPQ 937
(
Fe
d.Ci
r
.198
4)
”를 입법적으로 폐기하고,예컨대,ANDA (
Abbr
e
vi
at
e
d Ne
w Dr
ug
Appl
i
c
at
i
on)
용 정보를 개발하고 제출할 목적만으로 특허약품을 제조‧시험하는 것은
3
8
6
) 또한,국회는 활성성분 또는 그것의 염기나
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에스테르(
a
c
t
i
vei
ngr
e
di
e
ntoras
al
tore
s
t
e
roft
heac
t
i
vei
ngr
e
di
e
nt
)
가 “Fe
de
r
al
Food,Dr
ugand Cos
me
t
i
cAc
t
”제505(
b)
조에 따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았으면 제품
3
87
)
의 승인일 후 5년까지 ANDA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88
년11월16
일 35USC 1
56규정이 개정되어,PTE 대상 제품 리스트에 동물
약품과 ve
t
e
r
i
nar
y bi
ol
ogi
c
s
을 추가하였다.다만,기본적으로 bi
ot
e
c
hnol
ogy를 통하
여 제조되는 동물 의약품은 PTE 적용이 배제된다.
1993
년12월3일 35USC 1
56규정이 재차 개정되어,특허제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허만료일까지도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장점연장(
i
nt
e
r
i
me
xt
e
ns
i
on)제
도가 도입되었다.
PTE 출원은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품에 대해 상업적 시판이나 사용에 관한 법
3
88
)US
령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PTO는 그 출원

이 형식적으로 완전한지,그 특허가 연장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한다.USPTO는
Se
c
r
e
t
ar
y ofAgr
i
c
ul
t
ur
e또는 Se
c
r
e
t
a
r
y ofHe
al
t
h and Human Se
r
vi
c
e
s
에게 PTE
출원의 제출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제출한다.이를 받은 Se
c
r
e
t
a
r
y는 그 접수일로부
터 3
0일 이내에 법령검토기간(
appl
i
c
abl
er
e
gul
at
or
yr
e
vi
e
w pe
r
i
od)
을 결정하여 이
를 USPTO로 통지한다.USPTO에서 당해 특허가 연장적격이라고 결정하면 그 연장
기간을 계산하여 “
Ce
r
t
i
f
i
c
at
eofExt
e
ns
i
on”으로 등록한다.

(a) PTE 대상
3
8
9) ① 1
PTE 대상은 다음과 같다:
984년9월24일 이후에 최초로 시판이나 사용

에 대한 승인을 받은 “
인간 의약품,의료장치,식품이나 첨가물”또는 ② 1
988년11
384) MPEP 2750
385) 35 U.S.C. 156(a)(4), (a)(5)
386) 35 U.S.C. 271(e)(1).
387) 21 U.S.C. 355(j)(4)(D)(ii).
388) 35 U.S.C. 156(d)(1)
389) 35 USC 156, 37 CFR 1.710, MPEP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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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일 이후에 최초로 시판이나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은 동물 의약품(
ani
maldr
ug
orve
t
e
r
i
nar
ybi
ol
ogi
c
alpr
oduc
t
)
(
다만,기본적으로 bi
ot
e
c
hnol
ogy에 의해 제조된 것
3
9
0
)
은 제외)
.또한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35 USC 156(
d)
(
1)
의 PTE 출원 또는 (
d)
(
5)
의 잠정연장(
I
nt
e
r
i
m Ext
e
ns
i
on)
출원의 제출 전에 특허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② 당해 특허가 3
5USC 156
(
e
)
(
1)규정에 따라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
③ 연장출원이 특허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당국 승인을 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제출되고,출원에는 특허에 관한 상세내역,승인받은 제품 및 그 승
인에 들인 기간을 포함할 것.
④ 그 제품이 상업적 시판이나 사용 전에 35USC 156(
g)규정의 의미에서 법
령검토기간(
r
e
gul
at
or
yr
e
vi
e
w pe
r
i
od)
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
⑤ 그 승인이 그 제품의 시판이나 사용에 대해 첫 번째의 것이라는 점(
다만,
35USC 156(
a)
(
5)
(
B)규정이 적용되는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인간
의약품의 경우 또는 3
5 USC 156(
a)
(
5)
(
C)규정이 적용되는 새로운 동물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외)
.
또한,그 제품에 대한 동일한 법령검토기간에 대하여 다른 특허기간의 연장이
3
9
1
) 기간포기(
없어야 함을 요한다.
Te
r
mi
nalDi
s
c
l
ai
me
r
)
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39
2
) 따라서 기간포기서에 의한 존속기간 종료일로부터 P
PTE가 적용된다.
TE를 받을

수 있다.

(b) PTE 요건
A.PTE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의미
PTE 대상의 특허는 35USC 15
6(
f
)
(
1)규정의 정의에 따른 “제품”(
pr
oduc
t
)
를
클레임한 것이어야 하는데, “c
l
ai
ms a pr
oduc
t
”
라는 용어는 “
i
nf
r
i
nge
d by a
pr
oduc
t
”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즉,승인 의약품의 대사물질(
me
t
abol
i
t
e
)
을 클레임
3
9
3
)
한 특허는 그 승인 의약품을 클레임한 것이 아니다.

“제품”
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① 새로운 (
“Fe
de
r
alFood,Dr
ug,and
Cos
me
t
i
c Ac
t및 Publ
i
c He
al
t
h Se
r
vi
c
e Ac
t
”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로서)
"
human dr
ug,ant
i
bi
ot
i
c dr
ug 또는 human bi
ol
ogi
c
a
lpr
oduc
t
"
에 관한 활성성분
(
ac
t
i
vei
ngr
e
di
e
nt
)및 (
단일체 또는 다른 활성성분과 조합으로)그 염기나 에스테

390) 35 U.S.C. 156(a)(1) - (5)
391) 35 USC 156(c)(4)
392) 35 USC 156(b). 한편, 35 USC 154 규정에서는 비자명성 이중특허 거절에 기인한 기간포기 특허는 특허
기간의 연장이 배제되었음.
393) Hoechst-Roussel Pharmaceuticals Inc. v. Lehman, 109 F.3d 756, 759, 42 USPQ2d 1220, 1223
(Fed. Cir. 1997).

- 123 -

르, 또는

②

새로운

(
“Fe
de
r
al Food, Dr
ug, and Cos
me
t
i
c Ac
t 및

Vi
r
us
Se
r
umToxi
n Ac
t
”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로서) “a
ni
mal dr
ug 또는
ve
t
e
r
i
nar
y bi
ol
ogi
c
alpr
oduc
t
”에 관한 활성성분(
a
c
t
i
vei
ngr
e
di
e
nt
)
(
다만,기본적으로
재조합 DNA,재조합 RNA,hybr
i
doma 기술 또는 기타 ‘
s
i
t
es
pe
c
i
f
i
c ge
ne
t
i
c
ma
ni
pul
at
i
on t
e
c
hni
que
s
’
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함)
,및
(
단일체 또는 다른 활성성분과 조합으로)그 염기나 에스테르,또는 ③ “Fe
de
r
al
Food,Dr
ug,and Cos
me
t
i
cAc
t
”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
me
di
c
a
lde
vi
c
e
,f
ood
3
9
4
)
addi
t
i
ve
,또는 c
ol
oraddi
t
i
ve
”
.

기본적으로 “
제품”은 의약품(
dr
ug pr
oduc
t
)
을 말하며,이는 환자에게 투여하
기 전의 최종 dos
age형태로 발견된 활성성분을 의미하며,그 약의 투약 후에 가질
3
9
5) 또한 의약품은 특정 신약의 활성
수 있는 결과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분을 말하며,FDA에 의하여 승인된 의약품의 전체 조성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
3
96
) 약품의 활성성분은 투약시에 치료상 활성화하는 의약품 성분을 말한다.
3
9
7
)
다.

특허에서 활성성분 그 자체를 클레임하거나 그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합성물
(
c
ompos
i
t
i
onorf
or
mul
a
t
i
on)
을 클레임하고 있으면 제품을 클레임한 것으로 본다.
B.원칙적으로 이전의 연장이 없을 것.
3
9
8
) 다만,3
PTE는 특허기간에 대해 이전에 연장이 없었을 때 적용된다.
7CFR

1.
701 (
PTO의 행정적 지연에 기인한 연장)
,1.
760 (
35 U.
S.
C.156(
e
)
(
2)
에 따른
I
nt
e
r
i
m Ext
e
ns
i
on)
,또는 1.
790(
35U.
S.
C.156(
d)
(
5)
에 따른 I
nt
e
r
i
m Ext
e
ns
i
on)규정
에 따른 연장은 제외한다.
C.법령검토기간(
Re
gul
at
or
yRe
vi
e
w Pe
r
i
od;RRP)
3
9
9
)P
RRP는 35U.
S.
C.1
56(
a)
(
4)규정에 의하여 정의된 기간이어야 한다.
TE를

394) See 21 CFR 60.3(b) for definitions of terms such as active ingredient, color additive, food
additive, human drug product, and medical device.
395) A “drug product” means the active ingredient found in the final dosage form prior to
administration of the product to the patient, not the resultant form the drug may take after
administration. 이와 관련하여, 경구용 투약(oral administration)에 사용되는 에스테르 형태의 약품은 주사
(injection)로 투약되는 염기 형태와는, 그 염기와 에스테르가 동일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 하
더라도, 다른 약품에 해당한다.
396) See Fisons plc v. Quigg, 1988 U.S. Dist. LEXIS 10935; 8 USPQ2d 1491, 1495 (D.D.C. 1988);
aff’d., 876 F2d 99, 110; 10 USPQ2d 1869, 1870 (Fed. Cir. 1989).
397) Glaxo Operations UK Ltd. v. Quigg, 894 F.2d 392, 393, 13 USPQ2d 1628, 1629 (Fed. Cir. 1990);
but c.f., Abbott Laboratories v. Young, 920 F.2d 984, 989 n.7 (D.C. Cir. 1990), cert denied, 112 S.
Ct. 76 (1991) (The court rejected the approach of Glaxo in considering whether Abbott was entitled
to exclusivity).
398) 37 CFR 1.720(b)
399) 37 CFR 1.720(d).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510(k)조에 의한 법령검토기간은 PTE 적을
위한 기간이 아니다. In re Nitinol Medical Technologies Inc., 17 USPQ2d 1492, 1492-1493 (Comm’r
Pat. & Tm. 1990). See also Baxter Diagnostics v. AVL Scientific Corp. 798 F. Supp. 612, 619-620;
25USPQ2d 1428,1434 (CD CA 1992)(Congress intended only Class III medical devices to be 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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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둘 이상의 출원이 하나의 RRP를 기초로 제출되면 하나의 특허를 선택하도록
4
0
0
)
요구된다.

D.최초로 승인된 시판이나 사용(
Mar
ke
t
i
ngorUs
e
)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은,그 제품이 아래에서 설명되는 “f
ood pr
oduc
i
ng
ani
mal
s
”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그 제품의 시판이나 사용에 대한 첫 번째 것이
4
01
) 그 제품이 인간 의약품인 경우,활성성분에 관한 승인이 법령검토가
어야 한다.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일체나 조합으로 활성성분에 관하여 최초로 인정된 상
업용 시판이나 사용이어야 한다.
복수의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어느 한 활성성분에 대해 이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그 활성성분을 클레임한 특허에 대해 PTE의 기초로 할 수
4
0
2) 승인 제품이 두 활성성분을 가지지만 상승적 효과나 약리학적 상호작용을
있다.

갖지 않으면,두 활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활성물질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동물 의약품(
ani
maldr
ugorve
t
e
r
i
nar
ybi
ol
ogi
c
alpr
oduc
t
)
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2
차나 그 이후의 승인에 기초하여서도 특허기간을 연
4
03
) ① 그 특허가 의약품(
장할 수 있다:
dr
ugorpr
oduc
t
)
를 클레임하고 있을 것,②

그 의약품이 연장된 다른 특허에 있는 클레임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을 것,③ 특허
기간이 “nonf
ood pr
oduc
i
ng ani
mal
s
”의 용도로 RRP의 기초로 연장되지 않았을
것,및 ④ 제2또는 그 후의 승인이 “
f
ood pr
oduc
i
ngani
mal
s
”투약용 의약품에 관
한 최초로 승인된 상업용 시판이나 사용이었을 것(
이 경우 그 첫 승인의 60일 내에
출원하여야 함)
.
동물 의약품의 경우 “nonf
ood pr
oduc
i
ng ani
ma
l
”용도로 이전의 승인이 있
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f
ood pr
oduc
i
ngani
ma
l
”용도의 최초 승인이 있으면 이것
에 기초하여 PTE를 받을 수 있다.

(c) PTE 출원
A.PTE 출원인
PTE 출원은 특허권자(
owne
rofr
e
c
or
d oft
hepat
e
nt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
4
0
4
)
여 제출되어야 한다.

for patent term extension).
400) See MPEP § 2761.
401) 37 CFR 1.720(e), 35 U.S.C. 156(a)(5). See In re Patent Term Extension Application, U.S. Patent
No. 3,849,549, 226USPQ 283, 284 (Pat. & Tm. Office 1985).
402) See In re Alcon Laboratories Inc., 13 USPQ2d 1115, 1121 (Comm’r Pat. & Tm. 1989)
403) 35 U.S.C. 156(a)(5)(C), 37 CFR 1.720(e)(3)
404) 35 U.S.C. 156(d)(1), MPEP 2752. 양도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 양도서면(the reel and frame number of
the recorded assignment)을 참조하여야 한다.

- 125 -

B.출원서 내용
PTE 출원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출원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4
05
)① 화학명(
야 한다:
c
he
mi
c
aland ge
ne
r
i
cname
)
,물리구조 또는 특성 등으로 승

인받은 제품에 관한 표시,② 법령검토를 요구하는 연방법규의 표시,③ 법령에 따
른 승인을 받은 일자의 표시,④ 의약품의 경우,제품의 각 활성성분 및 그 용도의
표시,⑤ 60일의 기간 내에 출원되었다는 진술,⑥ 연장받고자 하는 특허의 표시,
⑦

연장받고자

하는

특허문헌의

사본, ⑧

특허에

대해

발행된

Di
s
c
l
ai
me
r
,

Ce
r
t
i
f
i
c
at
e of Cor
r
e
c
t
i
on, Re
c
e
i
pt of Mai
nt
e
nanc
e Fe
e Payme
nt
, 또는
Re
e
xami
nat
i
on Ce
r
t
i
f
i
c
a
t
e등의 사본,⑨ 당해 특허가 승인된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제조‧사용 방법을 클레임하고 있다는 진술 및 클레임과의 관계 표시 등.
C.PTE 출원 기한일
① 3
5U.
S.
C.15
6(
d)
(
1)규정의 PTE 출원은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
40
6
)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② 3
터 60
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5U.
S.
C.

156(
d)
(
5)규정의 잠정연장(
제품 승인 전의 특허기간 연장)
에 대한 첫 출원은 특허만
4
0
7
) 그 후의 잠정연장 출원은 현
료일 전의 60
일에서 15일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 잠정연장의 종료일 전의 60일에서 30일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35U.
S.
C.
156(
e
)
(
2)규정의 잠정연장(
PTE 출원의 진행 동안의 특허기간 연장)
에 대한 청구는
4
0
8
)
특허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d) PTE 출원에 대한 심사
A.적격성 판단
PTE의 적격성은 출원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판단되며,필요하다면 출원인에게
추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적격성 판단에 관한 최종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한 번의 재고요청을 할 수 있다.
4
0
9) 당국은 P
USPTO와 당국(
r
e
gul
at
or
y age
nc
y)간의 협정에 의하여,
TE 적격

성 판단 등에 대해 USPTO를 지원하며,RRP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
4
10
) US
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PTO는 당국으로 적격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며,당국은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한다.당국에서 제공된 정보와
405) 37 CFR 1.740, MPEP 2753
406) MPEP 2754.01
407) MPEP 2754.02
408) MPEP 2754.03
40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2 Fed. Reg. 17830 (May 12, 198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Patent andTrademark Office and 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54 Fed. Reg. 26399
(June23, 1989); 1104 OG 18 (July 11, 1989).
410) MPEP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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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의 정보를 비교하여 문제가 없으면 당국으로 RRP 기간에 대해 문의한다.만
일 PTE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USPTO는 그 출원을 각하(
di
s
mi
s
s
)
한다.
당국은 승인된 제품에 대한 RRP 기간을 결정할 책임을 가지며,그것이 결정
4
1
1)
되면 당국은 이를 Fe
de
r
alRe
gi
s
t
e
r
에 공시하면서 USPTO에도 통지한다.

Fe
de
r
a
lRe
gi
s
t
e
rNot
i
c
e
에는 출원인이 RRP 기간 동안 duedi
l
i
ge
nc
e
로 행동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으로 공시일부터 180
일의 기간
이 설정된다.RRP는 DueDi
l
i
ge
nc
ePe
t
i
t
i
on및 I
nf
or
malHe
a
r
i
ngs
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된 후에 결정된다.
B.DueDi
l
i
ge
nc
e결정
DueDi
l
i
ge
nc
ePe
t
i
t
i
on이 제출되면 당국은 법령검토절차상의 duedi
l
i
ge
nc
e
를
4
1
2
) 당국은 RRP 결정을 인용하거나 번복한 후에 그 결과를 US
판단한다.
PTO에 통

지하고 Fe
de
r
alRe
gi
s
t
e
r
에 공시한다.만일 기간 내에 pe
t
i
t
i
on이 없으면 당국은 이를
4
1
3
)그러면 US
USPTO로 통지한다.
PTO는 최종 적격성 판단을 진행한다.

C.Not
i
c
eofFi
nalDe
t
e
r
mi
nat
i
on
USPTO는 당국에서 제공된 정보를 검토한 후 PTE 적격이라고 판단되면 연장
4
1
4
) 출원인에게 “
4
1
5
)
기간을 계산하고,
Not
i
c
e ofFi
nalDe
t
e
r
mi
nat
i
on”을 발송한다.

반면,USPTO는 PTE 출원이 비적격인 것으로 결정되면 그 출원을 거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Not
i
c
eofFi
nalDe
t
e
r
mi
nat
i
on”을 발송한다.출원인은 이 통
지서에 대해 1개월 내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D.연장기간의 계산
USPTO는 당국에서 결정한 RRP 기간에 의존하여 37CFR 1
.
77
51.
7
70에 따른
연장기간을 계산한다.특허등록 전에 있었던 RRP의 일부 기간은 PTE에 산정되지
않으며,특허등록 후 출원인이 duedi
l
i
ge
nc
e
하지 않았던 기간도 제외된다.
동물 의약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다음과 같은 최대 연
장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① 계산된 RRP를 더했을 때 승인일 후 특허의 잔존 기
간이 1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총 기간이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기간이 줄어든
411)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규제검토 기간의 산정업무를 특허청이 아니라 의약품 등
의 허가기관인 FDA에서 수행하는 독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USPTO는 36 USC 156 규정에 의거하여 존
속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지만, 실질적인 규제검토기간의 산정 및 산정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의 처리는 FDA에서 수행되고 FDA에서 결정된 규제검토기간에 따라 USPTO는 최종적으로 연장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412) “due diligence”라는 용어는 35 U.S.C. 156(d)(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hat degree of attention,
continuous directed effort, and timeliness as may reasonably be expected from, and are ordinarily
exercised by, a person during a regulatory review period.”
413) MPEP 2757.01
414) 35 USC 156(c); 37 CFR 1.750. 연장기간의 제한은 35 USC 156(c)(3), 156(g)(6).
415) MPEP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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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② 당해 특허가 198
4년9월24
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당해 특허가 1984년9
월24일 전에 등록되었고 RRP 절차가 그 날
이후에 시작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당해 특허가
1984
년9월24일 전에 등록되었고 RRP 절차가 그 날 전에 시작되어 그 날 이후에 승
41
6
)
인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물 의약품의 경우,계산된 연장기간은 다음과 같은 최대 연장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① 계산된 RRP를 더했을 때 승인일 후 특허의 잔존 기간이 14년을 초과
하는 경우 총 기간이 1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기간이 줄어든다.② 당해 특허
가 198
8년11월1
6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당해 특허가 1
988년11
월16일 전에 등록되었고 RRP 절차가 그 날 이후에 시작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당해 특허가 198
8년11월1
6일 전
에 등록되었고 RRP 절차가 그 날 전에 시작되어 그 날 이후에 승인된 경우 계산된
연장기간은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E.Ce
r
t
i
f
i
c
a
t
eofExt
e
ns
i
onofPat
e
ntTe
r
m
PTE 출원이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권자에게 "
Ce
r
t
i
f
i
c
at
eofExt
e
ns
i
on"
이 등록
4
1
7)
된다.

(4) JPO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정성의 확보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의 목적,절차
등으로 보아 당해 처분을 적확하게 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정령처분”)
을 수행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
던 기간이 있었던 때에는 5년을 한도로 하여 연장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연장할 수
4
1
8) 여기서,정령처분은 농약취체법의 규정에 기초하는 농약에 관한 등록 및
있다.
4
1
9
)
약사법의 규정에 기초하는 의약품에 관한 승인을 말한다.

연장등록출원은 정령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존속기간
4
2
0)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
의 만료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16) 한편, 1984년9월24일 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RRP 기간이 그 날 전에 시작되어 그 날 전에 종료된 경
우 RRP 기간 및 15년 제한 규정만 적용되어, 5년 이상도 연장될 수 있었다. Hoechst Aktiengesellschaft v.
Quigg, 916 F2d 522, 525, 16 USPQ2d 1549, 1551 (Fed. Cir. 1990).
417) MPEP 2759. Official Gazette Notic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 Patent No.: __ Granted: __;
Applicant: __; Owner of Record: __; Title: ___; Classification: __ Product Trade Name: __; Original
Expiration Date: __; Term Extended: ____; Extended Expiration Date: __.”
418) （存続期間）第67条 ２ 特許権の存続期間は、その特許発明の実施について安全性の確保等を目的とする法
律の規定による許可その他の処分であつて当該処分の目的、手続等からみて当該処分を的確に行うには相当の期
間を要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受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ために、その特許発明の実施をすることがで
きない期間があつたときは、５年を限度として、延長登録の出願により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419) 일본 특허법시행령 제3조
420) 연장등록출원의 시기에 대하여, 일본도 종전에는 우리법과 같이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 128 -

으로 보며,다만 그 출원에 대해 거절사정이 확정되거나 연장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의제효과가 배제된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후의 특허권의 효력은 정령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
그 처분
에 대하여 그 물건이 사용되는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
4
2
1) 심사절차 등 기타 사항은 우리법
는 물건)
에 대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미친다.
4
2
2
)
과 거의 유사하다.

3. 시사점
I
P5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구분

KIPO

EPO

USPTO

JPO

대상 •의약품
•농약

•의약품
•식물보호제품

•인간 의약품, 의료장치 등
•동물 의약품

요건 •특허발명을 실시하
기 위하여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거나 등록 등
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
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

•제품 시판 전에
법령에 의한 행정
허가절차를 요하는
경우

•제품이 상업적 시판이나 사 * KIPO와 동일
용 전에 법령검토기간을 필요
로 하였고,
•그 승인이 제품의 시판이나
사용에 대해 첫 번째의 것(다
만, 재조합 DNA 기술에 관한
인간 의약품 또는 동물 의약
품의 경우에는 제외).
* 이전의 연장이 없어야 함.

출원 •허가 등을 받은 날
시기 부터 3월이내 &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내

•행정허가를 받은 •당국 승인일로부터 60일 이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내
날부터 3월이내 &
•존속기간의 만료 •존속기간의 만료전
•존속기간의 만료
전
전

절차 •연장등록출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
복심판 청구
•등록결정에 대한 무
효심판 청구

•각 국가별로 SPC
출원
•출원 거절에 대해
Appeal 가능
•SPC 등록에 대해
제3자는 무효․취
소를 구할 수 있음.

•의약품
•농약

SIPO
존속기간
연장제도
없음.

•PTE 출원
* KIPO와 동일
* Interim Extension
•당국에서 RRP 기간을 결정
•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Certificate of Extension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평성11년 법 개정으로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421) 存続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の特許権の効力）第68条の２ 特許権の存続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第67条の２第
５項の規定によ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を含む。）の当該特許権の効力は、その延長登録の理由とな
つた第67条第２項の政令で定める処分の対象となつた物（その処分においてその物の使用される特定の用途が定
めら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用途に使用されるその物）についての当該特許発明の実施以外の行為には、
及ばない。
422) 일본법 제67조의2 내지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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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IPO

EPO

USPTO

JPO

연장 •최대 5년
기간

•최대 5년
•다만, 소아용 의약
품의 경우 추가 6
월 가능

•최대 5년
•최대 5년
•다만, RRP 기간을 더한 특허
의 잔존기간이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 •출원시 연장된 것으
방식 로 보고,
•등록결정으로 존속
기간이 연장기간만큼
연장됨.

•각 국가별 SPC 승
인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SPC
라는 새로운 권리
를 부여함.
•SPC는 실질적으로
는 특허기간이 연
장되는 것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짐.

•Certificate of Extension
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됨.
•당국 승인이 특허기간
일까지 되지 않을
Interim Extension 제도를
함.

효력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
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
가 정하여져 있는 경
우에는 그 용도에 사
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에만 미침.

•행정허가에 의하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 KIPO와 동일
여 커버되는 제품 관한 클레임의 권리가 연장됨.
및 그 사용에만 그
보호가 미침.

SIPO

등록 * KIPO와 동일
만료
경우
적용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법령의 허가 등에 장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감안하여 존속기간을 보전해 주
는 제도로서,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① 적용대상이 주로 의약품
이라는 점,② 행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출원하여야 하는 점,③ 최
대 연장기간이 5년인 점,④ 연장된 특허권은 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관하여만 유
효한 점.다만,적용대상 제품,출원기간,절차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행 우리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존속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한국 등은 특허청으로 연장
등록출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EP의 경우에는 EPO에 대한 출원방식이 아니
라 각 국가별 SPC 등록을 통하여 EP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SPC의 효력에
4
2
3
)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미국의 경우 연장기간의 계산을 특허청이 아니라 제품 허가를 담당한 FDA
와 같은 당국에서 수행하는 점이 특이하다.

423) 각 국가별로 SPC 출원․등록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은 EU 회원국 각국의 의약품 관련 허가나 등록요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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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기재요건
Ⅰ. 개요
특허법 제42조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즉 특허출원서,명세서,도면 및 요
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및 그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특허출원시에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그 출원서에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
여야 하며,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
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
게 기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세서인데,명세서는 크게 다음의 두 기능을
수행한다:첫 번째 기능은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서,출원발명이 어떠한 기
술분야에 속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이고,그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술을 구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
중에서 어디까지 출원원이 보호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제3자에게 무엇
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인지를 고지하는 것이다.위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담당하는 것이고(
제24조제3항)
,두 번째는 특허청구범위가 담당하는
것이다(
제4
2조제4항)
.

1.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
"
명세서"
(
s
pe
c
i
f
i
c
at
i
on)
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하며,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
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
항을 기재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de
s
c
r
i
pt
i
on)
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과 특허청구범위를
해설하는 권리해설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발명의 공개성,재현성,특정성 등
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당업자)
란 그 출원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즉 평균적 기술자

- 131 -

를 의미한다.표현상으로는 진보성 규정에서의 당업자와 동일하나,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진보성 규정에 비하여 당업자의 기술수준
은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는 당업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복잡하고 고도한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말
한다.발명에 대한 설명의 정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발
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07
년 개정법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으로서 기존의 목적‧구
성‧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재방
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재방법
이란,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① 기술분야,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③ 과제의
해결 수단,④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며,다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이와 같은 개정법으로 인하여,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PCT의 기재형식과 일치시켜 국제출원의 편
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c
l
a
i
m)
는 권리요구서(
출원시)및 권리서(
특허시)
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그 기재요건 및 방법이 법정화되어 있다.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항으로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
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
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우리법 개정 연혁
우리 특허법에서 “특허출원 서류 및 명세서 기재요건”관련 규정의 개정 연
혁은 다음과 같다.19
46년 군정법령에서도 제4043조에서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기재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1973
년 특허법에서는 제8조에서 특허출원을 정의하
고,출원서 및 명세서 등의 기재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1980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출원서류 요건을 법 제8조에서 규정하
게 되었으며,그러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다항제를 채택하였다.
1990
년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허출원 조항이 현재와 같이 제4
2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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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으며,출원서류로서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및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아울러 시행령에서는 독립항‧
종속항의 기재방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최근 200
7년 개정법에서는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발명의 상세
한 설명”부분에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구분하여 기재토록 한 종래의 요건을 삭
제하고,당업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시행규칙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① 기술분야,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③ 과제의 해결 수단,④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이와 같은 규정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또한,특허청
구범위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이
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며,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출원공개 전까지 유예할 수 있
는 소위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허법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규정의 개정 연혁>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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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40조 특허를 수득코저 하는 자는 국장
에게 원서를 제출하는 동시 명세서를
제91호
1946.10. 5. 특허국에 제출하여야 함.
제정
기 명세서에는 기 발명 또는 고안이 속
1946.10.15. 한 또는 차와 밀접한 기술 과학의 전문
시행
가가 발명 고안을 제작, 구성, 합성 또
는 사용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좌기에
의하여 발명 고안 급 기 제작, 구성, 합
성 또는 사용의 각 양태를 완전, 명확,
간단히 기재하여야 함.
1. 기계에 관하여는 기 원리 급 기 원리
를 응용한 최선의 방법
2. 방법에 관하여서는 타 발명과 구별하
기 위한 제 공정 급 필요한 순서
3. 미장에 관하여서는 표현할 물품을 지
정하여야 함
4. 출원자는 발명 고안의 청구 범위로서
기 요부, 개량 또는 결합을 특히 지적
하고 명시하여야 함
식물 특허는 기 기재가 충분히 완비된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
명세서는 발명자 고안자 또는 제46조에
의하여 서명 날인할 권한을 유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제41조 명세서의 종말에는 출원자가 신
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를 청구
하는목적물 또는 기 결합물 청구 범위

- 133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시행규칙

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
부기 청구 범위는 선행 청구 범위 단 1
항에만 속할 수 있음.
제42조 기계, 식물, 산업적 물품, 미장 혹
은 기타 발명이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명세서에는 국장이 규정한
형식 급 수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제43조 발명 또는 고안이 모형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자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각 구분을 적당히 표시할 모형
을 제출하여야 함.
발명이 물질의 합성인 경우에는 출원자
는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함에 필
요한 처분과 합성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함.
법률
제8조 (특허출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제2505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
1973. 2. 8. 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전부개정 한다.
1974. 1. 1.
시행

대통령령 제1조 (특허출원) ① 특허법(이하 "법"이라
제6978호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
1973.12.31.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
전부개정
1974. 1. 1. 여야 한다.
시행
1. 특허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 제1항의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발명에 관한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
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
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발
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하나의 항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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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제2항제4호
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마다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제8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제3325호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
1980.12.31.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일부개정 다.
1981. 9. 1. 1. 특허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시행
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 제1항의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
③ 제2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
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
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
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이외에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
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대통령령 제2조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방법) ①
제10428호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1981. 7.30. 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
일부개정
1981. 9. 1. 니되는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을 독립특허청구의 범위(이하 "독립항"이
시행
라 한다)로서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기
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특허청구의 범위(이하 "종속항"이라
한다)로서 기재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
고 구체화 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
다.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기술적
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적
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종속항에는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
과 그 독립항의 타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는 인
용되는 항의 번호를 선택적으로만 기재
하여야 하며, 2이상의 항을 인용한 종속
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타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다.
⑥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
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타종속항보
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독립항과 종속항에는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
며,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1981·7·30]

법률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
제4207호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
1990. 1.13. 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전부개정 한다.
1990. 9. 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시행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대통령령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13078호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
1990. 8.28. 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
전부개정
1990. 9. 1. 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
시행
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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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규정
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
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하는 사항을 기
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
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
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
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
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
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⑦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
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
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법률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
제6411호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
2001. 2. 3. 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일부개정 한다. <개정 2001.2.3>
2001. 7. 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시행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17246호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
2001. 6.27. 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
일부개정
2001. 7. 1. 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
시행
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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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
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
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
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6.30>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
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
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
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
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⑦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
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
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법률
제42조 (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
제8197호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
2007. 1. 3. 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일부개정 한다. <개정 2001.2.3>

대통령령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20127호 제42조제8항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청
2007. 6.28. 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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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
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⑤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불구하고 특허
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
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
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
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
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2007. 7. 1.
시행

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
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
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
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
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1999.6.30>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
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
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개정 2003.6.13>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
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
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
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
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산업자원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① 법 제42조제1
부령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제4 0 2 호,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
2006. 6.29,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일부개정
2007. 7. 1 2001.6.30,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시행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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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도
면은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
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 되는 날까지)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
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⑦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
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
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⑧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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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신설 2007.6.29>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
다. <신설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21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
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3.12.31,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
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서면으로 특허출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② 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
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
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특
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
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
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
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8.12.31]

Ⅱ.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명세서의 항목(기재사항)
1.1. 관련 규정
특허법 제4
2조 (
특허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1.2.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
특허법 제42
조제2항(
실§
9의2)
은 ｢…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특허출원시
에는 출원서에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명세서
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발명(
고안)
의 명칭
2.도면의 간단한 설명
3.발명(
고안)
의 상세한 설명
4.특허(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2. 발명의 명칭
2.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1
)발명의 명칭은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예:「원심탈수기의 탈수통의 진동방지장치」라고 하여야 할 것을 「원심탈수기」 또
는 「탈수통이 진동을 하지 않고 기동이 원활히 일어나게 한 원심탈수기」라고 하는 것
등은 부적당하다.
(
2
)개인명,상표명,상품의 애칭,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 「특허」
라는 용어를 발명의 명칭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예:xx(
주)
,개량된,개선된,최신식,문명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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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청구범위에 2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
물건,제조방법,제조장치,사용방법 등)
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예 :｢종이,그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
4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예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로서 다방면의 산업분야에 응용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
로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온도제어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
자동
온도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하여야 한다.
※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의 취급
① 출원서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다른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다른 경우 특허법 제4
6
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
된 것으로 보
아(
특칙 별지1
0호 서식의 2
.출원서 작성방법)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1
6조 규정에 따라 그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시 다른
거절이유와 함께 발명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통지한다.이 경우 심사관은 바람직
한 발명의 명칭을 출원인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거절이유통지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명칭
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을 거절결정하여서는 안되며,발명의 명칭이 명백히 부적
절한 경우에는 보정명령후 그 출원을 무효처분할 수 있다.
한편,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특칙 별지
1
1호의 2.명세서 작성 방법 위반 등)
에 한하여 특허법 제46
조제2호 규정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로 보아 보정명령을 하고,보정명령에도
지정된 기간이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16
조 규정에 따라 그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PO

발명의 명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공상적인 이름
은 포함되어선 안 된다.
(
ⅰ)사람 이름,공상적 이름,“특허”라는 용어,발명과 동일시할 수 없는 비기술적 성직
을 나타내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
ⅱ)“등”과 같은 불명료한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
ⅲ)“
방법”
,“장치”,“
화학 조성물”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 명확
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
ⅳ)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USPTO

명세서 첫 페이지의 제일 위에,대개 27단어로 간단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설
명적으로 기재한다(
37CFR1
.
7
2(
a)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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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의 간단한 설명
3.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첨부한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도면의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가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도2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도3은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
심사지침서 41
09
)
JPO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의 각 설명마다 행을 바꾸어【도1
】평면도,
【도2】입면
도,
【도3
】단면도와 같이 기재하며 당해 도면의 설명 전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표
제를 부가한다.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의 설명을 기재할 때에는 이 부호의 설
명 전에【부호의 설명】의 표제를 부가한다.
(
양식 2
9)
EPO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되며,일반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에 위치된다.
USPTO

도면이 출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37CFR1.
7
4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의 참조 및 도
면의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바람직하게는 발명의 개요 뒤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면이 존재하는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존재하여야 하며,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도면 번호를 특정함으로써 다른 도면을 인용하여야 하며,또한 참조 문자 또는 참조 번호
(
바람직하게는 후자)
를 사용함으로써 도면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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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1. 일반적 작성요건
4.1.1. 관련 규정(법 제42조 제3항, 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③ 제2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
07
.1
.3개정)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③ 법 제4
2조 제3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00
7.6.29신설)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
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20
07
.6
.29신설)

4.1.2.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4.1.2.1. ‘당업자’의 정의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
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 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
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심사지침서 41
10
1
)
JPO

특허법 제3
6조 제4항 제1
호에서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문헌 해석,실험,분석,제조 등을
포함한다)
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를 의미한다.
(
심사기준 I
－1
32(
1)
)
EPO

당업자는 기준일에 당해 기술에 대해 공통의 일반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
는 통상의 실행자로 추정된다.당업자는 또한「기술 수준」에 있는 모든,특히 조사보고서
에 인용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상의 작업 및 실험에 관한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과제가 당업자로 하여금 다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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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경우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과제를 해결할
자격을 가지는 자이다.
USPTO

「당업자」에 대한 절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판례법은 이 인물은 특정 기
술에 관해 통상의 또는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는 인물로 기술하고 있다.이 인물은 통상의
능력을 넘는 능력을 가지는 자 혹은 당해 분야의 천재는 아니며,또한 통상의 능력을 가
지는 자의 팀 등 1명을 넘지 않는다.이 인물의 지식 및 능력은 기술에 따라,케이스마다
다르다.따라서 실시 가능한 개시는 발명에 대한 모든 상세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
나 특정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며 이해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록무효(특)】

요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내용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
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
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당업자의 범위는 발명의 특성에 따라,그리고 그 발명의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한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개별적인 당업자
를 예시하는 것도 실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현재 우리 판례에서 언급하는 정
도의 당업자의 정의로 충분하며,현 심사기준의 내용이 유지됨이 바람직하다.

4.1.2.2. 진보성 규정의 ‘당업자’의 경우와 같은지의 여부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진보성 판단에서의 당업자의 정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이하 당업자라 한다)
이다.당업자란 출원전의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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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고,연구개발(
실험,분석,제조 등을 포함한다)
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
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법 상
의 상상의 인물이다.여기서「기술수준」이란 특허법 제29
조제1
항 각호의 1
에 규정된 발
명 이외에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24
04
)
JPO

제2
9조 제2항의 당업자는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가지며
연구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 변경 등의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편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출원시의 기술
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또한 당업자는 발명
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또한
개인보다 복수의 기술분야로부터의「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
심사기준 I
I
－22.
2(
2)
)
EPO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평가하는 경우 당업자는 기술 수준에서의 관련 문서에 모두 접
근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그러나 명세서의 충분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와 동일한
인물은 명세서 자체에 흠결되어 있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
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일반적 지식은 명세서에서의 갭을
충족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USPTO

35U.
S.
C.10
3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
며,3
5U.
S.
C.1
12
에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어떠한 숙련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 2개의 섹션에서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USPTO의 실무에서는 그 속성이 제
1
03
조 규정에 따라 생기는지 아니면 제1
12
조 규정에 따라 생기는지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
의 인물에 귀속되는 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심사기준에서는 제42조제3항의 당업자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로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있어,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
다.그러나 당업자의 수준 자체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와 비교해 차별화하기 어
렵다.당업자의 수준이 진보성의 경우보다 낮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준의 높고 낮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별화된 정
의를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따라서 당업자의 정의는 현 심사기준의 상태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실시가능요건
4.1.3.1. 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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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 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실시 가능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그 발명』은 해당 출원발명이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발명으로서,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
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
지 않은 것이다.

4.1.3.2. 실험의 요구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지침서
4
11
02)
JPO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에 대한 교시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
업자가 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실시할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당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시행착오나
복잡 고도한 실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된다.(
심사기준 I
－1
32(
2
)
)
EPO

조사 또는 실험에 의해 당업자로부터의 부당한 노력이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그러나
희망하는 결과를 취득하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을 도출하는 실험은 이 실험의 방법
및 결과가 설명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이다.마찬가지로 명세서의 특정 교시
사항을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실험 방법 혹은 분석 방법이며 청구항과 관련된
전 분야를 커버하는 것이면 숙련된 독자에게 기대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CI
I
I6
.
3
)
USPTO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명세서로부터 제공되어야 하지만 당
업자가 실제로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 부당하거나 또는 비합
리적인 실험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는 치명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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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
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 참조) 명세서 기재에 오류가 있다
면, 그러한 오류가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통상적인 시험을 거친
다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159 판결,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각 참조).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6.8.3. 선고 2005허5693 판결

화학물질의 발명은 그 구성이 화학물질 자체이므로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
물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화학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분야의 경험칙상
화학이론 및 상식으로는 당연히 유도될 것으로 보이는 화학반응이 실제로는 예상외의 반응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화학반응이 당업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화학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원 당시의 명세
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조방법이 필수적으
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소분석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공명)데이
터, 융점, 비점 등의 확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으로 보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
운 경우에는 이들 확인자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평균적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냉간 성형'에 관하여 널리 사용되던 기
술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실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의 스틸
로드에 요구되는 항복응력, 굴곡강도 등의 특성을 충족하려면 그 청구항에서 정한 조성비의
합금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냉간 성형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평균적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
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할 뿐만 아니라,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아니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
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
유가 된다.
[2]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슬래
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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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
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
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
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심사기준은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할 경우
당업자가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에 있어,외국의 심사기준과
대략 일치한다.다만,현 우리 심사기준은 기재불비의 경우에 대하여 과도한 시행착
오 또는 고도의 실험이 필요한 경우 기재불비가 되는 부정적인 표현만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시행착오 또는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불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및 미국과 같이 비록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라면 기재불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 설명
토록 함이 바람직하다.현재의 지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거나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예상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험 및 시행착오가 당업자의 수준에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1.2.3. 실시 가능성 판단에서 선행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관련 지침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
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
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지침서 4
11
01)
주）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주지기술,관용
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주지기술이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
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관용기술이란,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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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9)
JPO

없음.
※ 관련 지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
심사기준 I
－13.
2(
1)
)
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
기술적 이론,경험칙을 포함한
다)
을 말한다.따라서 기술상식에는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 한 실험 분
석,제조방법 등이 포함된다.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지는 그 기술을 기
재한 문헌의 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당업자의 주목 정도도 고려
하여 판단된다.(
심사기준 I
－12.
2.
2
(
3
)
)
EPO

실시가능요건은 당업자가 명세서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행하는 능력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이 인물은 명세서 자체에 흠결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
해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대되지는 않는다.그러나 명세서에서의 갭을 충족시키
는 데에는 공통의 일반 지식에 의존할 수 있다.
「공통의 일반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본
핸드북,연구논문 및 교과서에 포함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외로서 당해 발명과 관련된 기술 지식이 아직 교과서로부터 이용 가능하지 않을 정도
로 새로운 연구 분야인 경우 특허 명세서 또는 과학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
USPTO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시점에서 당업자가 곧바로
이용 가능하며 당해 인물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관련 선행기술(
또는 진보성의 목적)
은 그것을 포기,삭제 또는 취소하지 않은 미국의 다
른 자에 의해 발명된 주제를 포함하며(
3
5U.
S.
C.1
02
(
e
)
/10
3)
)
,반면에 그 발명에 대해 일반
공중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선행기술은 실시가능 요건 목적으로는 유용하지 않
을 것이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
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
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
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
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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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1999. 11. 25. 99허1416 판결

“특정의 기술수단이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재의 누락이 있다하여도 그 발
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그 누락된 기술사항
이 그 기술분야의 초보자나 통상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에 개시되어 있을 정도로 당
업계에서는 주지․관용되어 있는 것일 것, (2) 그 누락된 기술수단이 그 발명의 특징에서 벗어
나는 사항이어야 한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당업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출원된 발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
행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현 우리 심사기준에서는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이 때
의 기술상식이 어느 정도의 선행기술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기술상식」에 대하여는 신규성 판단의 장에서 “당업자에게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주지기술,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
한 사항을 말한다.주지기술이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
술로서 예를 들면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관용기
술이란,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심사지
침서 2
319)
.
)
이와 관련하여,유럽은 기본 핸드북,연구논문,교과서 등에 포함된 정보를 예
시하여 이 정도는 당업자의 통상의 지식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새로운
연구 분야인 경우에는 특허명세서나 과학논문도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자에 의해 발명된 주제”도 포함하여(
단,그 발명에 대하
여 일반 공중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명세서에 대해서도 선행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실질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제3항)
와 관련한 거절에 대하여 출원인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당해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유럽과 같이 교과서,핸드북,연구논문 등에 포함된 정보를 예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단 새로운 연구 분야의 경우 특허명세서나 과학논문도 가
능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현재의 지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 추

가한다.
이 때, 출원인은 출원시 공개된 교과서, 기술핸드북, 연구논문 등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출원시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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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분야인 경
우에는 특허공보나 과학 학술지 등에 기재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4.1.3.4. 실시 가능성의 증명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구 심사지침서 (
2
00
7.6.3
0이전 출원에 적용)
특허법 및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발명을 명료하고 완전하
게 기재하여야 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므로 발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
는 심사관은 그 기재된 내용이 아닌 기재 방법이나 기재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
을 해서는 안 된다 (
구 심사지침서 4
11
5)
.
JPO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의견서,실험성적 증명서 등에 의해 반론,해명할
수 있다.그리고 이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이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거절이유는 해소된다.출원인
의 반론,해명을 참작하여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을 때(
진위가 불명한 경우를 포함
한다)
에는 그 거절이유에 의해 거절결정한다.
USPTO

미국의 실무에 있어서는「왜 명세서가 실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유를 제공할 의무」는 USPTO에 있다.「제1
12
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시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며,여기서 명세서의 개시가 실시가능요건을 확
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명세서는 그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당업자에게 확신시킬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국 심사관이 실시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시에 의존되는 진술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에 응해 당초의 개시 내의 흠결을 정정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당초 제공된 개시가 실제로 실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
로 선언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
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
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
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
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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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일본,미국 등은 출원인이
추가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심사기준
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실시 가능성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출원인이 어떠
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사지침에서 실시가능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제시하여야 할 근거와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① 심사관이 실시가능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②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시험 성적서,출원 시의
기술문헌 등을 이용하여 실시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의 지
침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특허출원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근거하여도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2)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시험성적서, 출원시의 기술문헌 등을 통해 심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출원발명이 실시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

4.1.3.5. 장래에 실시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구 심사지침서 (
2
00
7.6.3
0이전 출원에 적용)
명세서에 상표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표명을 기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그 상표명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으며,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명을 기재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1
14
)
JPO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상표 이름에 의해 표시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36
조 제4
항 또는 제6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심사기준 I
－
1
4(
4)
)
(
7
(
8
)상표를 참조)
EPO

장래에「실시 불가능」하게 될 리스크는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며 또한 지정된
생산물 또는 품목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오랫동안 생산이 중지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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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 관련된 경우 환경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EPO의 실무는 발명이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실시가능」하도록 생산물/품목에 대한 정
의를 당초부터 요구하고 있다.이 경우「ve
nt
ur
i
」관 및 「보덴」케이블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로서 예외이다.등록상표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생물의 기탁은 특허의 최대 유효 기간 동안의 「실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USPTO

청구된 방법 또는 장치가 상표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화학 성분의 사용에 의존하고,그
성분이 명세서에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이 제출된 시점에 당업자에게 알
려져 있고 그 시점에 상품으로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상표가 부착된 성분의 소유
자/제조자는 후에 그 성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으며,이 경우
당업자는 대체품을 복제하거나 또는 제작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방법 또는 장치는 실시
불가능하게 된다.
I
nr
eCol
e
ma
n에 있어서 법원은 명세서가 상표 또는 상호를 인용하는 경우 개시된 특
정 자료가 시장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또는 상표 혹은 상호가 아주 다른 생산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배 신품종에 속하는 식물에 관한 출원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출원발명에서와 같
은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배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배나무 가지 또는 배나
무의 눈을 이용하여 아접에 의하여 육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출원발명
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
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
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
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불비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658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1983. 11. 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의
미생물은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인바,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에 관련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
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관련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상표가 기재된 물품 및 생산품과 같이 장래에 해당 상표의 물품 및 생산품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실시할 수 없게 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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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상표명의 기재를 포함하
여 장래에 실시할 수 없게 될 위험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명세서에는 오랫동안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질·조성 등이 변경되는 물품 및 생산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명세서에는 상표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명을 기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용
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 상표명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
명을 기재할 수 있다.

4.1.4.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예시 (신설)
(1) 발명의 실시 형태의 기재 불비에 기인하는 경우
①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단순히 추상적,기능
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그것을 구체화하는 재료,장치,공정 등이 불명료하고,
또한 그것들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따라서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당
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개개의 기술적 수단 상호간의 관계
가 불명료하고,또한 그것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따르더라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당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조 조건 등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이 출원시의 기술상
식에 따르더라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당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실시 형태 이외의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점에 기인하는 경우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의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
는데,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 형태는 특이점이 있는 등의 이유
로 당업자가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
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을
포함)
을 고려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특정 실시 형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예:청구항에는 「물체측으로부터 순서대로 정‧부‧정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
즈 타입을 채용한 렌즈계로서,왜곡 수차가 00
% 이내가 되도록 수차 보정된 일안
리플렉스용 사진 렌즈계」가 기재되어 있고,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는 해당 수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각 렌즈의 굴절율 등에 관한 특정 수치예 또는 이에 추
가적으로 특정 조건식만이 실시 형태로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렌즈의 기술분야에서는,특정 수차 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수치예 등
은 일반적으로 특이점이라는 기술적 사실이 알려져 있고,또한,그 특정 수치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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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기타의 기재가 일반적인 제조 조건 등을 교시하고 있지 않으므로,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험,분석,제조 등의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실시할지를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
우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② 청구항이 달성해야 할 결과에 따른 물질을 특정하고 있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정의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당업자가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
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을 포함)
을 고려
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 형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
우.
예:청구항에는 「전기로 주행 중인 에너지 효율이 a
∼b%인 하이브리드 카」
가 기재되어 있고,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는 해당 에너지 효율을 얻기 위해 특정
동력전달 제어수단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카만이 실시 형태로서 기재되어 있다.그
리고 하이브리드 카의 기술분야에서는,통상 에너지 효율은 a% 보다 훨씬 낮은 x%
정도로서,a∼b%인 높은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기술상식이
고,또한,특정 동력전달 제어수단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카에 관한 기재가 고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수단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일반적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
에 대해 어떻게 실시할 지를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4.1.5.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개정(안)의 정리
현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단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도의 실험 등을 필요로 한다면,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
고 하여,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상기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
을 제안한다.

4.2 실시가능요건
4.2.1 실시가능요건의 설명
4.2.2 실시가능요건의 구체적 판단
4.2.3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4.2.3.1 물건의 발명
4.2.3.2 방법의 발명
4.2.3.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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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특수한 발명의 경우
4.2.4.1 화학물질발명
4.2.4.2 합금 발명 (수치한정발명 포함)
4.2.4.3 파라미터 발명
4.2.4.4 선택발명 (마쿠시 청구항 포함)
4.2.4.5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
4.2.4.6 생명공학 관련 발명
4.2.4.7 컴퓨터 관련 발명
4.2.5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유형
4.2.5.1 청구 발명의 실시 형태 자체의 기재불비에 기인하는 경우
4.2.5.2 청구 발명에 포함되는 실시 형태 이외의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점에
기인하는 경우
4.2.6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

4.2 실시가능요건
4.2.1 실시가능요건의 설명
(1) 실시가능요건의 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술분야에
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 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기술상식이란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 분야에 있어
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출원인은 출원 당시에 공개된 교과서, 기술핸드북, 연구논문 등에 기재된 정보를 이
용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출원시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특허공보나 과학 학술지 등에 기재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의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란
“그 출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
자”를 말한다(1996. 6. 28.선고 95후95 판결).
(3) 실시가능 여부 판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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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능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그 발명』은 해당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에 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발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이외의 여분의 기재가 있는 경우만으로는 특허법 제42조제3항 위반이 되지 않는
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그 발명을 이루는 일부 구성
요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실시할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 위반
으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4) 실시의 의미
실시가능요건에서의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를 의미한다. 따라
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는 그 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그 생산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다.
(5)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대법원 2005.11.25.선고 2004후3362판결). 다시 말
하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또는 고
도의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비록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약간의 실험이 요구되거나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험 및 시행착오가 당업자의 수준에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2.2 실시가능요건의 구체적 판단
(1)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하,
「발명의 실시 형태」라 한다)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가장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 발명의 실시형태를 기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실시가능요건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더라도 거
절이유로 되지는 않는다.
(2) 실시 형태의 기재 여부
출원인은 발명의 실시 형태를 이용하여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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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 형태는 실시예 또는 도면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실시예
를 이용하지 않아도 당업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따라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실시예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구조나 명칭으로부터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곤란한 기술분야(예: 화학 물질)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통
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요하다. 또한 물성 등을 이용한 용도발명(예:
의약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용도를 뒷받침하는 실시예가 필요하다.
4.2.3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4.2.3.1 물건의 발명
물건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판단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
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물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당업자가 청구항으로부터 파악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특정한 지
식을 가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화학 물질의 경우 화학 구
조식 또는 물질명이 개시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그 발명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된다.
물건 자체에 대하여 상표명을 기재하여 특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명을 기재하더라도 그 상표명의 물건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 상표명의
품질이나 조성 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 상표명의 물건을 명
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당업자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
며, 가능한 제조방법의 열거 정도로 충분하다.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작용과 역할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그 작용과 역할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실시예로서 개시된 구조 등에 관한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당업자가 그것
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의 기재가 없어도 실시가능요건의 위반은 되지 않는
다.
③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사용이 가능한지 정도로 충분하다.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의 작용과 역할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그 작용과 역할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시예로서 개시된 구조 등에 관한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당업자가 그것을 사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실시가능요건의 위반은 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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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판단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
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방법 자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당업자가 청구항으로부터 파악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및 순서(manner and order)
를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당업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만으로 청구항의 발명 내용
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당업자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시예로서 개시된 구조 등에 관한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부터 당업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실시가능요건의 위반은 되지 않는다.
4.2.3.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판단은 그 방법에 의하여 물건
을 제조할 수 있고 그 생산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당업자가 청구항으로부터 파악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그 방법에 의해 물건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공업적 생산물의 제조 뿐만 아니라 조립·성형 등을 포함하
며 동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
③ 당업자가 그 생산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그 생산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시예로서 개시된 구조 등에 관한 기재나 출
원시의 기술 상식으로부터 당업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관한 명시적
인 기재가 없어도 실시가능요건의 위반은 되지 않는다.
4.2.4 특수한 발명의 경우
4.2.4.1 화학물질발명
(1) 화학물질 존재의 확인
화학물질의 발명은 그 구성이 화학물질 자체이므로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화학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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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분야
의 경험칙상 화학이론 및 상식으로는 당연히 유도될 것으로 보이는 화학반응이 실제로는
예상외의 반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화학반응이 당업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화학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
족하고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조방법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소분석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공명) 데이터, 융점, 비점 등의 확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하고, 특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들 확인자료가 필수적으로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2006.8.3.선고 2005허5693 판결),
(2) 실시예에 대한 기재
화학분야 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않
고서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특정의 출발물질, 온도, 압력,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공정 하에서 직접 실시한 결과인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특허법원 1999.9.30.선고 99허3177판결).
(3) 제조방법의 기재
원료 물질이 신규한 화합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기타
동족체, 이성체와 같은 유사화합물을 내포하는 일반식으로 표현되는 일군의 신규한
화합물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적정 수의 화합물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및 기타 사
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2.4.2 합금 발명 (수치한정발명 포함)
(1) 실시예 및 수치한정의 이유의 기재
합금 조성에 관한 발명은 그 구성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제조기술은 이론적 추구보다는 실험의 반복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므로, 그 합금의 작용효
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시예(실험예, 비교예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실험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실험방법, 실험․측
정기구, 실험조건 등을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조성범위에 대한 수치한정을 필수 구성요소로 기재한 수치한정발명에
있어서는 상한․하한의 규정이 명확하여야 하고, 0%의 기재나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은 인정
될 수 없으며, 수치를 한정한 구간마다 상한․하한을 특정한 수치한정 이유(경계점은 물론
이며, 경계점의 직전․직후를 포함함), 수치한정 범위 내에서 종래기술과 비교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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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상승효과 여부 및 구성요소와 연계 작용하는 각 원소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성범위와 그 조성물의 상태·성질·용도 등의 기재
합금 발명은 합금을 구성하는 원소와 그들 원소의 성질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단지 이러한 한정된 원소군으로부터 성분 및 조성범위를 선택․조합하여 얻는 것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합금발명에 있어서는 합금이 가지고 있는 성
질 및/또는 용도를 발명구성 요건의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의 조성범위, 그 합금이
가지고 있는 조직상태, 용도와 성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출원 발명이「합금」인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합금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그 합금의 제조수단(용융, 주조, 열처리, 기계가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합금발명이 일반적으로 일관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방법과 이미 알려진 모재에 물리적․화학적 변화(기계가공, 열처리, 도금, 기타
표면처리 등)를 부여하여 조직, 성질 및 용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류되며, 이들 모두
에 대하여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합금에 대한 제조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합
금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없어 특허권 또는 실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해지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금발명이 통상적인 수단에 의하여 제조 가능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4.2.4.3 파라미터 발명
(1) 파라미터 발명
파라미터 발명이란 새로 창작된 파라미터 또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
반적이지 않은 물성‧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발명을
말한다.
(2) 실시가능요건 판단시 고려사항
① 파라미터의 정의와 그 기술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② 파라미터의 수치범위와 그 수치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
었는지 여부
③ 설정된 파라미터의 측정 가능 여부 및 측정을 위한 시험과정의 상세 기재 여부
④ 창작된 파라미터의 경우 그 파라미터의 도입 이유 및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되었는지 여부
⑤ 파라미터 전체 범위에 대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
록 실시형태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⑥ 파라미터의 측정방법이 복수 개인 경우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기재하고 있는지 여
부
⑦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의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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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선택발명 (마쿠시 청구항 포함)
(1) 선택발명
선택발명이라 함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들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
고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상기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으로서, 당해 선행문헌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을 필수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선택한 것에 상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실시가능요건 판단시 고려사항
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이 명확히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택발명에 대한 효과의 기재불비 판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정량적 기재의 경우 정량적인 수치와 실험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면 명세서 기재요
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정성적 기재의 경우 단순히 "효과가 우수하다"와 같이 정성적이고 추상적인 기재만
있다면 효과의 기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3) 정성적 기재와 함께 실험대상물이 다수인 경우 실험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험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선행발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량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
자가 이러한 기재를 통하여 선행발명의 효과보다 양적으로 현저하게 우수하다는 점을 예측
할 수 있다면 효과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4) 대비 실험자료까지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효과를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기재불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5)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 개인 경우 그들 중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명세서 기재요건
및 효과의 현저성이 충족되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한다.
6) 선택발명에 대한 효과의 기재는 선택발명에 포함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현저한 효
과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추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불비에 해당
한다(특허법원 2002. 9. 13. 선고 2001허997 판결).
7) 선택발명이 의약 용도발명일 경우 약리 데이터 기재가 요구되며, 다만 공지된 의약
용도발명일 경우에는 그 기재가 필수사항은 아니다(특허법원 2002. 11. 8. 선고 2002허123
판결).
8) 추후 입증자료는 진보성 판단의 자료일 뿐이며,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판단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청구항이 마쿠쉬(Markush)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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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된 다수의 구성요소 중 일부에 관한 실시 형태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실시
형태의 기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당업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
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에 관한 실시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실시 형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
고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
4.2.4.5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
(1)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출
원시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3.30.선고 2005후1417판결 참조). 약리효과는 원칙적
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
시험이나 시험관내시험으로 가능할 수 있다.
(2)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유효량, 투여방법에 대한 사항이
출원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제제화에 관한 사항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
어야 한다.
(4) 독성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성이 특별히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에
급성독성시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2.4.6 생명공학 관련 발명
(1) 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있어서는 유전자, DNA 단편, 안티센스, 벡터, 재조합 벡터,
단백질, 재조합 단백질, 형질전환체, 융합세포를 만드는 방법 및/또는 이들을 이용하는 방
법에 대해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미생물 관련 발명에 있어서
는 미생물을 수득하는 방법 및/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 관련 발명에 있어서는 동물을 만드는 방법 및/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다.
(2)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있어서 출발물질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거나 특허법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음이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
어야 한다. 또한 출발물질의 입수수단의 기재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발
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식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동일한 출발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육종 과정을 반
복하면 명확히 동일한 결과를 재현시킬 수 있어야 발명의 재현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발소재는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서 정하는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다는 내용이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발소재의 입수수단의 기재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단(특징이 되는 유전자, 특성 등의 기재 및 육종과정, 선발과
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있어서, 서면만으로 충분한 기재가 곤란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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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사항에 따라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과도한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경우에
는, 벡터, 재조합 벡터, 형질전환 미생물, 융합세포, 미생물, 식물, 수정란 등을 기탁기관
에 기탁함으로써 그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식물 발명에 있어서, 서면만으로는 충분한 기재가 곤란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육종과정, 선발과정 등에 의해 당업자가 최종 식물체를 생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그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① 친식물 또는 해당 식물체를 생산할 수 있는 종자․세포 등을 출원 전에 특허법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탁기관에 기탁
② 특허출원서에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③ 특허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
기관의 명칭․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최초출원 명세서에 기재
(4) 또한, 청구된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유용성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4.2.4.7 컴퓨터 관련 발명
(1) 컴퓨터 관련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ⅰ)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의 발명, ⅱ) 그 발
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나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나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
건의 발명으로 기재될 수 있다.
(2)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①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의한다.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
분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의한다.
③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언어로 씌어진 짧은 프로그램 리스트로서, 충분한 설명이
붙여져 있고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할 수 있다(프로그
램 리스트는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참고자료의 기재에 근거해 명세서
를 보정할 수는 없다).
4.2.5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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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청구 발명의 실시 형태 자체의 기재불비에 기인하는 경우
(1) 청구 발명의 달성이 우연에 기인한 경우. 즉, 당업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대로 반복 재현할 수 없거나, 해당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신뢰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예: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
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또 자연 상태에서 그러한 돌연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
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
99
7.
7
.
2
5.
선고 9
6후25
31
판결)
.

(2)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를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당업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
재되어 있는 구성만으로 그 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예:명칭을 "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
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의 .
.
.보정서에는 폐수 및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실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회수,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발명의 목적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거의 무기한 사용할 수 있고,댐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조력발전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 놓았지만,이러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적 구성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연결수로와 터빈을 나열하고,그 실시예로 소수력
발전 추정 제원 검토에 따른 정격낙차,사용수량,수차의 종류와 출력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기재하는 외에 단순히 소수력 발전의 원리 정도만 기재하였을 뿐,더 나아가 발전
을 위한 방류수의 저장 또는 유도에 대한 기술구성,하수처리장과 연결수로와의 관계,
위치 조건에 적합한 수차 선정을 위한 기술적 내용,수차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와의 결합관계 등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성과 개개의 구성 사이의 작용관계
를 방법발명에 적합하도록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만으로 하수처
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
03
.
2
.
2
6.
선고
2
00
1후1
61
7판결)

(3) 청구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개개 기술적 수단의 상호 관계가 불명료하거나 오류가
있어, 당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분기조
건이 누락되어 있어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의 특정 단계만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무한루프(
e
nd l
oop)상태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고,이러한 오류는 설령 이 사
건 특허발명을 채택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
험하는 통상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견되어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통
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
00
6.
11
.
2
4선고 2
00
3후20
89
판결)
.

(4) 발명의 구성요소만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 연결관계 및
작용에 관한 기재가 불명료하여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의해서도 당업자가 청구 발명을 특정
하기 위한 사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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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출원발명은 무선랜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무선랜카드
를 포함하는 무선인터넷폰장치,위성송수신유선랜카드를 포함하는 위성인터넷폰장치 및
무선위성랜카드를 포함하는 무선위성인터넷폰장치 등 전체 3개의 발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 명세서에는 단지 각 구성요소(
무선랜카드,유선랜카드,
무선라우터,액세스 포인터,안테나,위성라우터 등)
를 나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인터넷
폰 통화가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 개별 구성요소의 구성,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
연결관계 및 작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상세
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확히 이해
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
06
.
1
1.
1
.
선고 20
05
허10
43
5판결)

(5) 발명의 실시 형태의 기재에서 제조 조건 등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조성
비의 총합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따르더
라도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된장식빵의 조성비가 백분율(
%)
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조성비의 총합이 1
00
%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백분
율은 '
전체수량을 10
0으로 하여 생각하는 수량이 그 중 몇이 되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조성비는 그 총합이 1
00
%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백분율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각
각의 구성성분을 어떻게 배합하여야 하는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
05
.
3
.
18
.
선고 20
04
허59
62
판결)

4.2.5.2 청구 발명에 포함되는 실시 형태 이외의 부분이 실시 불가능한 점에
기인하는 경우
(1)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 상위개념
에 포함되는 일부의 하위개념에 관한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서, 해당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다른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해당 일부의 하위개념에 관한
실시 형태만으로는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도 포함되는 점에
유의)을 고려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가 있을 때.
예:청구항에는 가소성물(
可塑性物)
의 압출성형방법(
壓出成形方法)
에 관해서 기재되어 있
으나,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을 가소성물의 압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단순히 언급만 되어 있을 뿐,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농수산 가공
품의 식용가소성물의 제조방법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된 성형
방법은 성형온도나 성형압력 등으로 보아서 세라믹스나 금속 등의 가소성물의 압출성
형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2) 청구항이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일부의 구성요소
에 대한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나머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는 당해 일부의 구성요소에 관한 실시 형태만으로는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실험이
나 분석 방법 등도 포함되는 점에 유의)를 고려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가 있을 때.
예 :청구항에는 치환기(
X)
로 CH3
,OH,COOH가 택일적으로 기재된 치환벤젠의 원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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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니트로화하여 파라니트로치환벤젠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실시예로 원료화합물이 톨루엔(
X가CH3
)
인 경우에 대해서만 기재되
어 있고 그 방법은 CH3
와 COOH의 현저한 배향성의 상이(
相異)등으로 보아 원료가
안식향산 (
X가 COOH)
인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가능요건 위
반에 해당한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의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청
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 형태는 특이점이 있는 등의 이유로 당업자가 명세
서와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을 포함)을 고려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특정 실시 형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예 :청구항에는 「물체측으로부터 순서대로 정‧부‧정의 렌즈로 이루어지는 렌즈 타입을
채용한 렌즈계로서,왜곡수차가 00
% 이내가 되도록 수차 보정된 일안 리플렉스용 사진
렌즈계」가 기재되어 있고,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는 해당 수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한 각 렌즈의 굴절율 등에 관한 특정 수치예 또는 이에 추가적으로 특정 조건식
만이 실시 형태로서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렌즈의 기술분야에서는 특정 수차 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수치예 등은 일반적으로 특이점이라는 기술적 사실이 알려져 있고,또
한 그 특정 수치예·
조건식 기타의 기재가 일반적인 제조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
므로,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험,분석,제조 등의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실시할지를 당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4) 청구항이 달성해야 할 결과에 따른 물질을 특정하고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는 특정의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업자가 명세서와 도면
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실험이나 분석 방법 등을 포함)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 형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예 :청구항에는 「전기로 주행 중인 에너지 효율이 a
∼b%인 하이브리드 카」가 기재되
어 있고,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는 해당 에너지 효율을 얻기 위해 특정 동력 전달 제
어수단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카만이 실시 형태로서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하이브리드
카의 기술분야에서는 통상 에너지 효율은 a% 보다 훨씬 낮은 x% 정도로서,a∼b%인
높은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기술상식이고,또한 특정 동력 전
달 제어수단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카에 관한 기재가 고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수단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일반적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실시할지를 당
업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4.2.6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
(1) 실시가능요건 위반으로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는 위반의 대상이 되는 청구
항을 특정함과 동시에 실시가능요건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기
재불비의 원인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중의 특정 기재에 있을 때는 이를 지적한
다.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이유는 가능한 한 문헌을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의 문헌은 원칙적으로 출원시에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명세
서 또는 도면의 기재 내용이 당업자가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학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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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사실과 반함으로써 실시가능요건 위반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문헌에는, 후 출원의 명세서, 실험 성적 증명서, 특허 이의신청서 또는 출원인이 다른 출
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도 포함된다.
(2) 출원인은 출원시 공개된 교과서, 기술핸드북, 연구논문 등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
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출원시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특허공보나 과학 학술지 등에 기재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4.2. 구체적 기재방법
4.2.1. 기술분야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
11
03)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로서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적어도 한 가지 기재한다.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기
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또한 종래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 발상에 기초하여 개발된 발명과 같이 기존의 기술
분야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의해 개척된 새로운 기술분야
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기존의 기술분야에 대한 기재는 필요 없다.(
심사기준：I
－13.
3.
2
)
EPO

EPC 규칙 42
(
1
)
(
a
)
의 규정에 따른 기술분야(
이 경우 산업상 이용분야와 동의어로 해석된
다)
에 대한 일반적인 기재가 필요하며,하나의 실제적인 효과는 독자에게 더 읽어 나갈 가
치가 있는지를 가능한 한 간단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SPTO

발명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한 기재.이 기재는 적용 가능한 미국 특허분류에 대한 정
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이 기재는 청구된 발명의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기술분야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와 발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각국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현 심사기준에서는 단순히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고 제시할 뿐 기술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이에,일본,유럽 및 미국의 심사기준을 참조하여,우리 심사기준에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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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을 추가한다.

기술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기술분야의 기재가 없어도 발명의 상세
한 설명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발명이 종래의 기술분야와는 다른 신규한 기술분야
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종전의 기술분야를 기재할 필요없이 당해 신규한 기술분야만
을 기재하면 된다. 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국제특허분류(IPC)의 정의를
참조하여 기술분야를 기재할 수 있다.

4.2.2. 배경기술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발명의 이해,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출
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
10
3)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과 관련된 문헌에 의해 공지된 것 중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특허 출원시에 알고 있는 그 문헌 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외의
그 문헌 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3
6조 제4
항 제2
호)
,
출원 당초에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 문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취지를 이유를 붙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일본특허법 제36조제4항제2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있어서, 그 발명에 관련된 문헌공지
발명 중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특허출원할 때에 알고 있는 문헌공지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밖의 그 문헌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심사관이 특허출원이 제36조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
하고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일본 특허법 제48조의7).424) 또한 심사관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특허출원이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에 의해서도
제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일
본 특허법 제49조제5호).

EPO

관련 선행기술은 평가되어야 하며 서지사항이 주어져야 한다.각각의 주석을 수반하지
않고 문헌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선행기술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있는 그대로의 서지사항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USPTO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선행기술 및/또는 배경기술은 MPEP6
08
.
0
1(
c
)
(
2)
에 규정된 바
와 같이 발명의 배경이라는 제하에 기재되어야 한다:
60
8.
0
1(
c
)발명의 배경
(
2
)3
7CFR 1.
97및 1
.
98
에 근거하여 개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특정 선행기술이나 적절한 경우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하며,선행기술의 상태 또는 출원인
이 알고 있는 그 외의 정보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단락이다.또한 해
당되는 경우 발명의 배경에는 출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선행기술 또는 그 외의 정
보에 포함된 과제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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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미국425)및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선행기술의 제출 의무를 부
가하고 있지 않다.이러한 선행기술 개시 제도는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서,출원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미국과 다른 법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출원 시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제출 의무의 법제화는 별론
으로 하고,적어도 심사기준에서 출원인이 이미 알고 있는 선행기술,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을 충분히 개시하도록 제시함이 바람직하다.즉,출원인이 알
고 있는 선행기술의 정보에 대한 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특허출원인은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
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그 문헌정보의 소재와 더불어 발명과 관련되는 부
분의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 수단 등 그 종래기술의 요약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2.3. 해결하려는 과제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
11
03)
JPO

(
i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는,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상의 과제를 적어도 하나 기재한다.
「그 해결 수단」으로는,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의해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
에 대해 설명한다.
(
i
i
)단,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종래의 기술이
나 발명의 유리한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424)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의 경우이다.
a) 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b) 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그 이유는 기재되어 있으나 출원발명에 관련한 문헌 공
지 발명을 출원시에 출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때,
c)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종래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종래 기술에 관련된 선행기술 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d)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에 관련이 없는 선행기술 문헌정보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명에 관련있는
문헌 공지 발명을 출원시에 출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때.
425) 미국은 출원인이 알고 있는 종래기술을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강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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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대
해서는,과제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술상식에 속한 종래 기술로부터 과제
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그렇게 이해한 과제로부터,실시예
등의 기재를 참작하면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본 결과,그 발명이 어떻게 과제를 해결했지
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과제와 그 해결 수단이라는 형식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다.
(
i
i
i
)또한 종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따라 개발된 발명,또는 시행착오의 결
과의 발견에 기초하는 발명(
예:화학 물질)등과 같이,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과제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그 해결 수단」은,「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의 관련에 있어서 처음으
로 의의를 갖는 것이다.즉,과제가 인식되지 않으면 그 과제를 발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인식되지 않는다.(
반대로,과제가 인식되면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어떻게 해당 과제를 해
결했는 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상술한 바와 같이,애초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그 과제를 발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수단)
의
기재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개시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유의 사항)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하나의 청구항에 대응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과
제 및 그 해결 수단의 기재가 다른 청구항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될 때,그 기재와 각 청
구항과의 대응 관계가 명료하다면,굳이 각 청구항에 대응하여 중복되는 기재를 하지 않
아도 된다.(
심사기준 I
－13
.
3.
1)
EPO

출원인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출원인은 이
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또는 그 과제가 발명의 단순한 개시로부터 추정될 수도 있다.어
쨌든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과제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여러 가지
과제 또는「목적」(
즉,목표)
에 대한 장황한 나열은 필요하지 않다.인식된 과제는 심사과
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최종적으로 기재되는 과제는 출원시의 명세서 내에 기재된 것
이어야 한다.(
제12
3조(
2
)
)
.
USPTO

적절한 경우 선행기술에 포함된 과제 또는 출원인의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그 외의 정
보가 발명의 배경에 표시되어야 하며,출원인이 과제해결의 관점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거
나 또는 출원인이 선행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할 것조차 요구되지 않는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 심사기준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어,예컨대,일본 심사기준과 같이,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
한 명시적인 기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기재가 의무적이지 않음을 명시 또는 암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명과 관련된 종래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명세서의 기재
로부터 발명의 과제가 유추되는 경우 등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기재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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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심사지침에 추가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현 심사기준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다만,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명세서 전체
또는 도면의 기재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을 기재하지 않아
도 된다. 또한 종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따라 개발된 발명, 또는 시행착오
의 결과의 발견에 기초하는 발명(예: 화학물질) 등과 같이, 원래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을 기재하
지 않을 수 있다.

4.2.4. 과제의 해결 수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서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해결수단 그 자체가 된다.
(
심사지침서 41
10
3
)
JPO

(
i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는,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상의 과제를 적어도 하나 기재한다.
「그 해결 수단」으로는,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의해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
에 대해 설명한다.
(
i
i
)단,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종래의 기술이
나 발명의 유리한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대
해서는,과제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술상식에 속한 종래 기술로부터 과제
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그렇게 이해한 과제로부터,실시예
등의 기재를 참작하면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본 결과,그 발명이 어떻게 과제를 해결했지
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과제와 그 해결 수단이라는 형식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다.
(
i
i
i
)또한 종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따라 개발된 발명,또는 시행착오의 결
과의 발견에 기초하는 발명(
예 :화학 물질)등과 같이,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과제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그 해결 수단」은,「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의 관련에 있어서 처음으
로 의의를 갖는 것이다.즉,과제가 인식되지 않으면,그 과제를 발명이 어떻게 해결했지
는 인식되지 않는다.(
반대로,과제가 인식되면,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어떻게 해당 과제를
해결했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따라서,상술한 바와 같이,애초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그 과제를 발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수단)
의
기재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개시가 있어야 함은 말
할 것도 없다.)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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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하나의 청구항에 대응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과
제 및 그 해결 수단의 기재가 다른 청구항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될 때,그 기재와 각 청
구항과의 대응 관계가 명료하다면,굳이 각 청구항에 대응하여 중복되는 기재를 하지 않
아도 된다.(
심사기준 I
－13
.
3.
1)
EPO

클레임된 발명은 그 기술적 과제가 인식될 수 있고,그 해결 수단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종속항의 특징이 그 문구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불필요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CI
I4.
5
)
.
USPTO

발명의 요약(
Br
i
e
fs
ummar
yoft
hei
nve
nt
i
on)
에는 클레임된 발명에 상응하게 발명의 성
질 및 본질,발명의 목적을 기재하며,상세한 설명 앞에 위치한다.(
37CFR 1
.
73
,MPEP
6
08
.
01
(
d)
)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과제의 해결 수단」은 미국 명세서 상의 발명의 요약(
Br
i
e
fs
ummar
yoft
he
i
nve
nt
i
on)
에 대응되는 것으로,우리 심사기준에는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서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한다”고만 되어 있어,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
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실무상으로,「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을 문어체의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관례였다.따라서 심사기
준에는 적어도 일본 심사기준과 같이,각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의해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토록 제시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하지 않은 경
우 이에 상응하는 해결 수단의 기재와 관련된 지침과,복수 청구항의 중복되는 표
현에 대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현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서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한
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해결수단 그 자체가 된다. 즉,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각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의해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
다. 다만,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실시예 등의 기재로부터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해결 수단의 란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원래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과제의 해결 수단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청구항에 대응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과제 및 그 해결 수단의 기재가 다른 청구항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될 때, 그 기재와 각
청구항과의 대응 관계가 명료하다면, 굳이 각 청구항에 대응하여 중복되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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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발명의 효과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발명의 효과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심사지침서 41
10
3
)
JPO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관
한 발명의 진보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이것이 참작되
기 때문에 유리한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출원에 유리하다.또한 유
리한 효과의 기재로부터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제의 기재를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따라서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아는
한 그 유리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I
－13
.
2
.
1)
EPO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4
2규칙(
1)
(
c
)
.그러나 조
사에서 발견된 기술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도입된 장점에 대한 기재는 신규사항을 도입
하여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 CI
I4
.
5)
.
USPTO

미국 법은 출원인이 (
1
)「문제해결」또는 (
2)「유리한 효과」또는 발명의「유리한
점」의 측면에서 발명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발명이 선행기술에 배해 유리한
점 또는 그 장점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진술이 청구항 내에 출현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명세서에 나타난 이 설명은 청구항에서 고려되지 않는다.즉 청구항이 발
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술하는 경우 심사관은 청구된 발명 내에 발명의 유리한 효과 또는
장점에 대한 추가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후3588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가지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
은 사정을 고려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발명의 작용 및 효과로 보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
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선택발명의 경우>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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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
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
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
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의약의 용도발명의 경우>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
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후1299 판결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
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
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
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
조).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기재불비와 직접적인 관
련을 갖지 않으며,다만 그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현 우
리 심사기준에서는 발명의 효과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되어 있다.따라
서 발명의 효과의 기재를 통해 그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현행 우리 심사기준은 마치 발명의 효과의 기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읽
혀질 수 있게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발명의 효과 기재가 없다고 하여 명세서 기재
불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2006후3
588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발명의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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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그 발명 특유의 효과를 유
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택발명이나 의약의 용도발명과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효과 기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비록 분야별 심사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 대한 간략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현 심사기준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비록 발명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그 발
명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발명 또는 의약의 용도발명의 경우에는 효과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가 일반적이
므로 심사관은 출원 발명의 효과 기재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 및 그 발명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효과를 기
재하는 것이 진보성 판단 시, 출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4.2.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4.2.6.1. 실시예의 기재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한다.필요한 경우에는 [
실시
예]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도면이 있는 경우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JPO

「발명의 실시 형태」의 기재는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여 기재한다.실시예를 이용하지 않아도 당업자
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로 발명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실시예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
심사기준 I
－13
.
2.
1
(
5)
)
EPO

발명을 실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
EPC 규칙4
2(
1
)
(
a)
)
USPTO

USPTO의 실무에 있어서 명세서 내의 실시예의 존재와 최선의 모드를 개시할 요건 사
이에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특히 최선의 모드는 실시예의 사용에 의
해 제공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시예는 최선의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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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에 골재로서 제철이나 제강슬래그의 사용
이 공지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중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에폭시 수지에 불소 수지를 첨가하
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경화제와 혼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또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례에서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에폭시 수지에 내열성과 내한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전혀 없는 불소수지를 가하여 변성시킨
일종의 수지 혼합물인 2액형 접착제"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
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각
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
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
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
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
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
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
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실시예의 기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실시예가 없다 하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므로,현
우리 심사기준의 개정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우리 심사기준 뿐 아니
라,일본,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심사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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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최적의 실시예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JPO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3
6조 제4
항 제1호의 요건에 따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어떻
게 실시하는지를 나타내는 「발명의 실시 형태」중 특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
주)
것 을 적어도 하나는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PCT의 규칙 5
.1
(
a
)
(
ｖ)
에서 규정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와 같다.또한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특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한다는 요건은 제
3
6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은 아니며 특허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여도 거절이유 등은 되지 않는다.
(
심사기준 I
－13
.2
.1(
1)
)
특허법 제36
조 제4항 제1
호의 요건에 있어서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발명을 실
시하기 위한 형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실
시의 형태를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EPO
USPTO

35U.
S.
C.1
12
는 발명자에 의해「생각되는(
c
ont
e
mpl
a
t
e
d)
」최선의 모드가 개시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이 요건의 목적은 실제로 착상된 자신의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공중
으로부터 은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최선의 모드를 개시하는 방법은 발명자에게 맡겨진다.최선의 모드는 개시되어야 하지
만 그렇다고 그렇게 표시될 필요는 없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최적의 실시예의 기재에 대해 우리 심사기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일본,미국 등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PCT 양식에도
최적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우리 심사기준에도 최적의 실시예를 기
재할 수 있으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기재불비는 아니라는 점의 안내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현 심사기준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란에 다음
의 사항을 추가한다.

출원인은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실시의 형태를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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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문헌의 참조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구 심사지침서 (
2
00
7.6.3
0이전 출원에 적용)
발명이나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
하여서는 안 되며,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
11
4)
JPO

없음.
EPO

유럽 출원에 관한 일반 요건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선행기술 문헌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참조가 발명의 개시에 직접 관계되
는 경우 단순히 참조하는 것만으로 또는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기재하
는 것만으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가이드라
인 CI
I4.
19
)
USPTO

35U.
S.
C.11
2의 개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원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그러나 USPTO의 실무는 출원인이 특허,특허 출원 및 간행물을
인용함으로써 그 자료를 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3
7 CFR 1
.
57
(
b)및
MPEP60
8.
0
1(
p)
에 제시된 자료의 포함에 대한 기준은 그 자료가「필수」인지 또는「비필
수」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출원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참조
하는 경우가 있다.구 심사기준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 또는 참
조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
으며,이는 미국을 제외한 타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
을 설명하는데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문헌을 참조하는 것으로는 부
족하며 명세서에 그 문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유럽 및 미국 특허청의 심사지침과 같이,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는 출원
인이 다른 문헌을 참조하여 발명을 설명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현 심사기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출원 시점에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발명의 설명
을 위하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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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2.6.4. 물건의 제조방법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구 심사지침서 (
2
00
7.6.3
0.이전 출원에 적용)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는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
사지침서 41
11
)
JPO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I
－132
.
1(
2)
②)
EPO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통의 일반 지식이 아니다.즉,예를 들
면 화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출발물질 또는 중간물질의 단순한 식별은 숙련된 독자가 명
세서에 인용된 문서로부터 또는 공통의 일반 지식으로부터 이러한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
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USPTO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을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은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생산물을 만들거나 또는 사용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장치,방
법 또는 물질은 충분히 개시되어야 한다.I
nr
eGhi
r
on에서 출원인이 방법 청구항을 실행
하는 데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장치를 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2) 판례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6.8.3. 선고 2005허5693 판결

화학물질의 발명은 그 구성이 화학물질 자체이므로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의하여 그 화학
물질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화학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분야의 경험칙상
화학이론 및 상식으로는 당연히 유도될 것으로 보이는 화학반응이 실제로는 예상외의 반응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화학반응이 당업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화학구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원 당시의 명세
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조방법이 필수적으
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소분석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공명)데이
터, 융점, 비점 등의 확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으로 보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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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에는 이들 확인자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미
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그 제3항은 " 제2항의 경우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
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의 미생물은 출원 명세서의 기재를
보완하는 뜻에서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 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 함은 그 미생물이 공지공용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
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기탁이 면
제되는 요건은 출원인이 이를 증명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그 출원 명세서에 입수방법과 입
수장소 등을 기재하여야만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한 그 미생물이 현존하는 이상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
가 발명에서 이용하는 미생물이 출발미생물이 아니라 출발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생성
물이나 최종생성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출발미생물과 공지의 균주 등을 이용하여 중
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러한 최
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도 위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의 미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일본,유럽 및 미국의 심사지침에서는,물건의 발명의 경우 당업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그 물건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의 제조
또는 사용 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방법의 기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특히,화학 및 바이오 관련 발
명이다.우리 심사기준은 화학 및 바이오 관련 발명은 분야별 심사지침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제조방법의 기재가 항상 화학 및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일반적 심사기준에서도 이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현 심사기준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물건의 발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해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물건의 제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쉽게 제조할 수 없다면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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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구 심사지침서 (
2
00
7.6.3
0.이전 출원에 적용)
물건의 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고,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방법
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심사지침서 41
11
)
JPO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
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I
－13
.
2
.
1(
2)
③)
EPO

명세서는 자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발명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
로 나타내야 한다.
USPTO

35U.
S.
C.11
2에 근거한 사용방법에 관한 요건은 특허를 받기 위해 발명이 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35U.
S.
C.1
01
에 규정된 실용성 요건에 필적한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원심은,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
원발명의 1999. 6. 2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는 폐수 및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실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발명의 목적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거의 무기한 사용할 수 있고, 댐 조
성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력발전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러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
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연결수로와 터빈을 나열하고, 그 실시예로 소수력 발전 추정 제원
검토에 따른 정격낙차, 사용수량, 수차의 종류와 출력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기재하는 외에 단
순히 소수력 발전의 원리 정도만 기재하였을 뿐,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방류수의 저장 또는
유도에 대한 기술구성, 하수처리장과 연결수로와의 관계, 위치 조건에 적합한 수차 선정을 위
한 기술적 내용, 수차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와의 결합관계 등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구
체적 구성과 개개의 구성 사이의 작용관계를 방법발명에 적합하도록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
어 있는 구성만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일자 보정서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182 -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우리 심사기준은 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구 심사기
준에서 단지,“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라고만 제시하였으나,특히,일본
심사지침은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를 참조로 우리 심
사기준에도 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그 물건을 사
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4.2.7. 산업상 이용 가능성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
사지침서 41
10
4)
JPO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명세서 등으로부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재한다.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의 성질,명세서 등으로부터 분명한 경우가 많고 경
우에 명시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
심사기준 I
－13
.
3
.
2)
EPO

명세서는 명세서로부터 또는 발명의 성질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 발명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규칙4
2(
1
)
(
f
)
)
.그러나 유전자의 배열 또는 부
분 배열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항상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야 한다.
(
EPC 규칙29
(
3
)
)
.
USPTO

USPTO 실무에 있어서 유용성의 문제는 청구된 발명이 이미 잘 확립된 유용성을 가지
지 않으며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있
는 유용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명세서 기재 항목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PCT 출원
양식을 포함해 각국에서 공통된다.다만,우리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도 산업상 이
용가능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
요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이
고,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에 기재되지 않아도 심사관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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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 이용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현재의 심사기준을 유
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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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청구범위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1.1.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특허법 제42조제4항은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
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특허법
제42조제4항 및 제8항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
로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1.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은 출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중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청구항의 기재가 불명료하거나 기술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발
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참작할 수는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벗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
된 발명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43
)
.

1.3.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 제5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
서에 첨부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없이 신속
한 출원이 가능하게 하여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심사 및
제3자의 이용 면에서는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 또는 출
원공개 전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출원인이
다음의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
은 그 기한이 되는 다음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
42⑦)
:① 제64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까지,②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 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
받은 경우에는,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년 6개월이 되는 날까
지)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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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5
9②)
.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제42조 제4항)
2.1. 관련 규정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④ 제2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
이하 “
청구항”이라 한다)
이 1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20
07
.1
.3개정)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2.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2.1. 의미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의 공개서로서 역할을 하는 바,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공
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
조 제4항 제1
호
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2
)특허를 받고자 하여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인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서 41
25
)
JPO

(
1
)청구항에 따른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하게 되면,공개하
지 않은 발명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게 되기 때문이다.본호의 규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특허법 제36
조 제6항 제1
호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판단
은,청구항에 따른 발명과,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으로서 기재한 것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한다.
비교·
검토 시,청구항에 따른 발명과,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으로서 기재한 것과의
표현상의 정합성에 구애되지 않고,실질적인 대응 관계에 대해 심사하기로 한다.단순히
표현상의 정합성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한다면,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권
리가 발생하게 되어 본 규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대응 관계에 관한 심사는,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발
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된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조사하므로써 행한다.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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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 경우는,청구항에 따른 발명과,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으
로서 기재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응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특허법 제3
6조 제6
항 제1
호
의 규정에 위반된다.
(
3
)이하,제36
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나타낸다.
①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나 시사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그 결과,양자의 대
응 관계가 불명료해지는 경우.
③ 출원시의 기술상식(
2.
2
.
2
(
3
)참조)
에 비추어 보더라도,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④ 청구항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반영
되어 있지 않으므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위를 넘어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되
는 경우.
(
유의 사항)
(
i
)특허법 제3
6조 제6항 제1
호의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청구
항에서 특정한 것을 기초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검토하므로써 진행한다.
(
i
i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하나 또는 복수의 구체예에 대해 확장 내지
일반화한 기재라고 할 수 있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는 각 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타당한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된다.이 판단시 특정의 구체예에 구애되어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i
i
i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범위로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심사관은 그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므로써,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i
v)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그 결과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위를 넘어 특허를 청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심사관
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 및 해결 수단을 나타내므로써 그 이유를 설
명하고,출원인이 거절 이유를 회피하기 위한 보정의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복수의 과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중 어느 하나의 과
제에 대응되는 수단이 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EPO

클레임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이는 모든 클레임의 특징은 상세한
설명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클레임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범위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ui
de
l
i
neⅢ14
)
USPTO

클레임에 사용된 모든 용어의 의미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명확하게 개시되
어 있어야 한다.
(
MPEP6
08
.
01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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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록무효(특)】

요지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
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의 각 기재와 도면 3 내지 5b를
함께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온구기는 ‘지지판(27)과 받침판(25)이 힌지(26)로 결합된’ 구
조이고 매트에는 경사판 형태의 캠이 설치되어 있어,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에 접촉하게 되면
도면 5b처럼 상승하게 되어 신체에 대한 압박효과를 강화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온구
기의 지지판은 받침판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매트의 끝부분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캠에 접촉하게 된
다는 의미임을, ‘회전운동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캠과 접촉시 힌지 결합된 부분이 회전하여 지
지판의 끝이 상승한다는 의미임을, 그리고 받침판은 풀리까지 밖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
지판은 얼마든지 그보다 더 바깥쪽까지 갈 수 있어 캠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승
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
을 가진 자가 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
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 및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
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우리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42조 제4
항 제1호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먼
저 법조문 자체의 취지를 설명하고,판례에 나타난 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조문의 취지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
기술 공개서”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에 특허권이 부여되면 안 된다는 점만을 설명하고 있는 데,이 외에도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실시가 곤란할
염려가 있으므로 실시 곤란의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는 점,및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인 바,특허권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일반인의 자
유기술영역과의 한계가 모호하여 발명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426)
을 부가한다.
또한,법 적용 기준에 대하여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하면,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 간에 실질적인 대응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426) 이종완, 특허법론, 대한변리사회, 초판, 200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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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이 때 실질적인 대응 관계에 대한 심사는,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그 발
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을 부가한다.이에 따라 현 심사기준의 (
1)및 (
2)
에 하기의 사항을 각각 부가한다.

(1) ... 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실시가 곤란
할 염려가 있으므로 실시 곤란의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할 경우, 특허발명의 범위와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의 한계가 모호하여 타인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2)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
는가에 대한 판단은 단지 표현상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 간에 실질적인 대응 관계가 있는지 여부
로 판단하고, 이 때, 실질적인 대응 관계에 대한 심사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그 발
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있
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2.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1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고,암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
3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me
ans
)
｣또는 ｢
공정(
s
t
e
p)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수단 또는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4
)출원 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에 비추어 보아 청구된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지 않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
(
심사지침서 41
26
)

JPO
특허법 제36
조 제6
항 제1
호(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
형으로서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아무런

- 189 -

기재도 시사도 되지 않은 경우,②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가 통일
이 안되어 있고,그 결과,양자의 대응 관계가 불명료해지는 경우 ③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범위까지,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
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및 ④ 청구항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
위를 넘어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심사기준 2.
2
.
1.
1)

EPO
EPO는「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출원시의 출원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실험 또는 분석
에 대한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명세서에서 특정 교시를 청구된 전 분야로 확장될 수
없다고 믿는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명세서 내에 기재된 사항이 명백히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본다.

USPTO
35U.
S.
C.1
12
에서「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당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시 가능성의 범
위와 합리적인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MPEP에서는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은 발명자가 실제로 자신의 발명의 일부로 간주하는 주제를 포함하여야 하고,② 과도
한 실험 없이도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의 범위 전체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며,③ 실시 가능성의 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또한 ④ 당업자가 당
해 기술분야에서 통상 요구되는 노력을 들이고도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상세한 설명
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본 조와 가장 유사한 조문을 구비한 일본 심사기준을 참조할 때,현 우리 심
사기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실질적인
대응관계에 대한 심사 요건에 대해 충분하게 예시하고 있어 현 기준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

2.2.3.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의 실시의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만,청
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포함된 특정한 실시의 형태는 특이점이 있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
조제3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지침서 41
20
)

JPO
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한 결과 청구항의 발명에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이에 대해 J
PO는 특허법 제3
6조 제6
항 제1
호(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서 ①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도 시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②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도 청
구항의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
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③ 청구항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

- 190 -

하기 위한 수단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
위를 넘어 특허가 청구된 경우를 들고 있다.

EPO
EPO는「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출원시의 출원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실험 또는 분석
에 대한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명세서에서 특정 교시를 청구된 전 분야로 확장될 수
없다고 믿는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명세서 내에 기재된 사항이 명백히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본다.

USPTO
35U.
S.
C.1
12
에서「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당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시 가능성의 범
위와 합리적인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MPEP에서는 ①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은 발명자가 실제로 자신의 발명의 일부로 간주하는 주제를 포함하여야 하고,② 과도
한 실험 없이도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의 범위 전체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며,③ 실시 가능성의 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또한 ④ 당업자가 당
해 기술분야에서 통상 요구되는 노력을 들이고도 이를 결정할 수 없는,경우 상세한 설명
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그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서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
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427)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
.
5.
11.선고 20
04후112
0 판결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
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출
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대응
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이에 더 나아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상세한
42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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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후51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요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1)>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내용
원심이 명칭을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
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
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록무효(특)】

요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2)>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내용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배플이 냉기구를 닫았을 때는 틀체가
배플의 선단을 덮고, 배플이 냉기구를 열었을 때 배플의 선단이 틀체에서 노출하도록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식 댐퍼장치’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위 청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면 7을 비롯한 첨부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하여 특허되었다는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법
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등록무효(특)】

요지

<청구항의 기재가 상세한 설명에 비해 넓은 경우(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부적법하다
내용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는 모두 떡소로서 "크림
"을 이용하거나 "크림"을 주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특별히 한정하는 기재는 없
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와 같은 떡류를 포함한 과자류에서 '크림'이라고 함은 우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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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하여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
며, 팥소보다 수분 함량이 많은 크림은 떡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분야의 기술상식이
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 기재
된 "크림"은 수분 함량과 관계없이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여기에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이라는 의미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명확히 이해되는 용어에 해당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 있는 기재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거나 그 기재
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
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크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수분 함량이 적어도 떡(생지)보다 낮아서 떡(생지)으로 수분 이행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크림'
만을 떡소로 하는 떡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후1120 판결【거절결정(특)】

요지

<청구항의 기재가 상세한 설명에 비해 넓은 경우(2)>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내용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은 그 조성물을 화학명 또는 화학식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
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16가지 화합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
든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16가지 화합물 중 2가지 화합물이 콜라게나제-3에 선
택적인 억제 활성을 갖고 이러한 성질에 의해 주로 연골 내의 콜라게나제 활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골관절염 등의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및 위 2가지 화합물과 콜라게나제
-3에 대한 선택적 억제 활성이 없는 화합물의 각 약리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대비한 실험 결
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14가지 열거된 화합물이나 그 밖에 위와 같이 정의된 ‘콜
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속하는 화학적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하
여는 그 약리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머지 14가지 화합물의 화학적인 구조가 모두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
여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의 화학
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조차 특정할 수 없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
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2가지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학물질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고,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동일한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만한 자
료도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는 그 명세서에서 용어의 정의와 기
준 및 확인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화합물이 결과적으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속하는지의 기준 및 확인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사전에 그
러한 화합물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고 그에 속하는 모든 화합물들이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지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특허청구범위에는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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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많은 경우 특허청구
범위의 문언상의 표현 또는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표현 또는 의미보
다 넓게 된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정의 실시의 형태만이 실
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고,특허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기재되어 있어,청구항
기재의 발명에 포함된 특정한 실시의 형태는 특이점이 있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
법 제4
2조제3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예컨대 특허청구범위에는 과도하게 넓은 상위 개념으로 작성한 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한정의 극히 세부적인 하위 개념의 단일 실시예만이 기
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자체도 실시 가능요건을 만족하
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된다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넓게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각국 특허청과 대법원 판례는 ① 관련 내용이 상세한 설명
에 개시 내지 시사되어 있어야 하고,②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되게 제시하고 있다.이 밖에도 유럽과 미국
은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출원시의 기
술상식에 비추어 보아”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는 것”이 배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결국 각국의 심사실무와 대법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현행 심사기준에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여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인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한다”고만 되어 있어,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만 판
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판례 및 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응되게 출원시의 기술상식
에 비추어 보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이
에 현행 심사기준의 4125의 (
2)다음에 하기의 사항을 추가한다.

(2) ...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
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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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2.3.1. 의미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출원시의 기술
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청구항의 기재를 무시하고 다른 부분만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
2
)발명이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청구항의 기재 그 자체가 간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며,그 발명의 개념이 간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심사지침서 41
27
)
JP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정확하게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
허 요건의 판단이 불가능하고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도 이해하기 어렵다.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위해서는,발명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물의 범위(
이하,「발명
의 범위」라 함)
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주1)
,그 전제로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기재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
주1)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의 판단이나,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이해는,통
상,발명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물의 이해를 단서로 행해지는 것에 의한다.
(
2
)또한 청구항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하
나의 발명이 파악되는 것도 필요하다.
(
3
)발명의 파악은 제36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발명을 특정하기 위
한 사항」이라 함)
에 따라 행한다.단,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의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청구항의 기재뿐만 아니라,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
주2)
도
고려한다.또한,발명의 파악에 있어서,청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반대로,청구항에 존재하는 사항은 반드시 고려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주2)기술상식이란,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
기술상의 이론,경험칙을
포함)
을 말한다.따라서,기술상식에는,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 한,실험,
분석,제조 방법 등이 포함된다.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
술을 기재한 문헌의 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그 기술에 대한 당업자의 주목도도
고려하여 판단된다.또한,기술상식은 주지·
관용의 기술보다 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
「주지기술」이란,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예컨대,이에 관
하여 상당수의 주지 문헌이 존재하거나,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또는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한다.또한 「관용 기술」이란 주지의 기술로서,잘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
4
)구체적으로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명세서 또는 도
면 중에 청구항의 용어에 관한 정의 또는 설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그 정의 또는
설명에 의해 오히려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예컨대,청구항
의 용어에 대해 그 통상의 의미와 모순되는 명시의 정의가 내려져 있거나,청구항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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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통상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정의가 내려져 있을 때는,청구항의 기재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도 고려한다고 하는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인정의 운용상 어느 것으로 이해해야 할지 애매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
명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다.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명세서 또는 도면 중에 청구항의 용
어에 관한 정의 또는 설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그 정의 또는 설명을 출원시의 기
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 중의 용어를 해석하므로써,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그 결과,청구항의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본 호의 요건은 충족된다.또한,일부러 불명확,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하
거나,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는
데 그치거나 하여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그 자체로 불명확하게 해서는 안 됨은 말할 것도
없다.
(
유의 사항)
① 제36
조 제5
항의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출원인이 청구항에
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 기재할 때는 다양한 표현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물질 발명」의 경우,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물질 결합이나 물질
구조의 표현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외에,작용·
기능·
성질·
특성·
방법·
용도·
기타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방법(
경시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정 행위 또는
동작)
의 발명」의 경우도,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방법(
행위 또는 동작)
의 결합
표현 형식을 이용할 수 있는 외에,그 행위 또는 동작에 사용하는 물질,기타의 표현 형식
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한편,제3
6조 제6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해,청구항은 하나의 청구항으로부터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기재해야 하므로,출원인에 의한 상기 다양한 표현 형식을 사용한
발명의 특정은 발명이 명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물질이 갖는 작용,기능,성질 또는 특성(
이하,「기능·
특성 등」이라 함)
으로부
터 그 물질 구조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분야에서는,청구항이 기능·
특성 등에 의한 물질의
특정을 포함하고,그 결과,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 :화학 물질 발명)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청구항이 달성해야 하는 결과나 특수 파라미터(
주3
)
에 의
한 물질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같은 유의가 필요하다.
(
주3)하기 (
i
)또는 (
i
i
)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
i
)그 파라미터가 표준적인 것,그 기술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관용되고 있는 것 또는 관
용되지는 않더라도 관용되는 것과의 관계가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해당되
지 않는 것.
(
i
i
)그 파라미터가 표준적인 것,그 기술분야에서 당업자에게 관용되고 있는 것 또는 관
용되지 않더라도 관용되는 것과의 관계가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만,이들 파라미터가 복수개 조합된 것이 전체적으로 (
i
)
에 해당되는 것
EPO

클레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클레임의 명확성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따라서 클레임의 용어의 의미는 가능한 한 당업자에게 클레임 언어
자체로서 명확해야 한다.클레임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부가될 수 있는 보호범위의 차이의
측면에서 심사관은 클레임의 단어를 그 카테고리에 적용해야 한다.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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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는 가능한 한 그 기재 자체로서 명확하여야 한다.특정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
여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언에 의해 적절하게 발명을 정의하기가 곤란하고 도면이
나 표를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보다 더 간결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428)
다만,이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89 판결 【등록무효(특)】

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불비 판단기준
내용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같은 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청구항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
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
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
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
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우리 심사기준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설명과 관련하여,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출원 시의 기
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며,③ 청구항 외에 다른 부분만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와 가장 유사한 조문을 구비한 일본의 심사기준은,ⅰ)청구항에 따른
판단 기준,ⅱ)발명의 특정을 위한 내용은 청구항의 기재뿐만 아니라,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도 고려해 해석한다는 기준,ⅲ)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나,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와 모순되는 경우의 해석 기준,ⅳ)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28) MPEP 2173.05(s) Reference to Figures or Tables. Where possible, claims are to be complete in
themselves. Incorporation by reference to a specific figure or table "is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define the invention in words and where it is more
concise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an duplicating a drawing or table into the claim. Incorporation
by reference is a necessity doctrine, not for applicant'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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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심사기준에 더하여 이러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로,청구항의 기재
가 그 자체로 명확한 경우,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이 때,현 심사기준에서는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
우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이를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한 경우와 불명확한 경우로 나뉘어 기준을 제시하
는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세서 또는 도면 중
에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정의 또
는 설명에 의하여 오히려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게 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서의 용어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해 명세서
에서 통상의 의미와 모순되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때에는, 그 용어를 어느 것으로 이해해
야 할지 애매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다.
(4) 청구항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명확한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중에
청구항의 기재 사항에 관한 정의 또는 설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정의 또는 설
명을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 중의 기재사항을 해석함으로써, 청구항의 기
재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3.2. 택일형식의 기재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3
)마쿠쉬(
Mar
kus
h)
형식 등 택일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2이상의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구성요소를 마쿠쉬(
Ma
r
kus
h)
형식 등 택일형식으로 하여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② 택일형식에 의한 기재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에 다음 (
ⅰ)
(
ⅱ)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구성요소는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ⅰ)모든 구성요소가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
活性)
을 가지며,
(
ⅱ)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또는 모든 구성요소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 군에 속할 경우
(
심사지침서 41
27
4
12
8)
JPO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2
이상의 선택요소가 있고
그 선택요소 끼리가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6
조제6
항제2호
위반으로 한다.(
심사기준 I
－12.
2.
1
.
1)
EPO

하나의 청구항에서의 선택적 형식은 많은 경우 청구항 세트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유지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특히 소위 마쿠쉬 그룹화에 의해 포함되는 큰 화합물군을
가진 화학 분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마쿠쉬 청구항은 하나의 청구항에 다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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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항을 가지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동일한 특징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
으며,이는 진정한 선택적 사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따라서「로드 또는 와이어」등과 같
은 기재는 명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치환체(
화학적 또는 비화학적)
를 정의하는 소위 마쿠쉬 형식도 규칙 1
3.
2
의 규정의 적용
을 받는다.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환체가 유사한 성질의 것일 때 비로소 기술적
상호관계 요건과 규칙 13
.
2
의 규정에 따른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 요건
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USPTO

마쿠쉬 그룹은 청구항에 선택적인 표현을 제공하며,이 마쿠쉬 그룹은 출원인이 커버할
것을 원하는 분야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총괄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마쿠쉬 그룹이 방법 또는 (
단일의 화합물이 아닌)조합을 기재한 청구항에 존재하는 경
우,청구된 관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의 속성을 가지는
그룹의 멤버가 명세서에 개시되면 충분하고,또한 바로 그 성질로부터 또는 선행기술로부
터 그것들 모두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면 충분하다.그리고 마쿠쉬 표현이
화합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룹화의 타당성은 화합물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판단되
며,마쿠쉬 표현의 멤버내의 특성군이 있다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MPEP8
03
.
02
)
.

(2) 판례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4730 판결

살피건대,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구성요소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요
소들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원형봉 형태의 접지극에서 원추부는 매설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판 형태의 접지극에서 요철면은 매설 시 토양 바닥면과의 부착
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도 “원형
봉 형상의 접지극(10)을 매설하기 위하여 이동식 드릴머신을 이용하여 직경 5cm, 깊이 1.8m
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장소는 콘크리트 부분 채취기
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층을 제거한 다음 드릴머신으로 구멍을 뚫는다. 여기서 원형봉 형상의
접지극을 상기 구멍에 삽입하는바, 하부에 형성된 원추부(24)가 뾰족하기 때문에 토양에 용이
하게 삽입 고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판 형상의 접지극도 마찬가지로 매설하고자 하
는 장소를 약 1m의 깊이로 판 후, 판 형상의 접지극을 위치 고정시키는바, 저면에 요철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낸 토양 바닥면과 견고하게 부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원형봉
형상과 판 형상의 각 구성은, 매설방법이 서로 상이하며, 원형봉 형상은 용이하게 삽입하기 위
한 것이고, 판 형상은 토양의 바닥면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접촉면적을 넓게 하여 접촉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 및 기능이 다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우리 심사기준에서 택일적 기재에 대한 요구는 선택사항끼리의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
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이는 일본의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의 요건과 동일하고,유럽의 “유사한 성질”,미국의 “공통의 속성”의 요건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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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불명확한 기재의 예시
2.3.3.1.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의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특허법 제2
조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의 발명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심사지침서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고 규정(
심사지침서
4
12
8)
하고 있다.
JPO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2가지로 구분하고,「방식」또는「시
스템」(
예:전화 시스템)
은 「물건」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취급하는 한편,「사
용」과「이용」은 사용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법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I
－12.
2
.
2.
1.
)
,청구항의 기재가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속하는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거절이유가 된다(
심사기준 I
－12.
2
.
2
.
1.
)
.
EPO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리적 실체에 관한 청구항(
생산물,장치)
과 작용에 관한 청구항(
방
법,사용)
의 2
가지로 나누고 있다(
심사가이드라인 CI
I
I3.
1
.
)
.
USPTO

35U.
S.
C.10
1규정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방법,기계,제조 및 화합물의 4
가지로 구분
한 다음,각각의 발명에 대해 “방법은 알고리즘 또는 기술에 따른 조작이다.방법은 일반
적으로「방식에 따라 어떤 것을 실시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기계는 기계적 성질의 모든 장치를 포함하며,제조는 화합물 또는 기계의 카테
고리에 들지 않으며 사람에 의해 안출된 모든 물품을 포함하고,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기
존의 원료에 대한 모든 혼합물을 포함한다.새로운 분자와 화합물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2. 8. 13.선고 2001후508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폴리덱스트로즈’라는 원료에 ‘올리고 당류’를
특정 비율로 첨가한다는 처리수단을 사용하여 두 물질이 혼합된 유동성 식품이라는 목적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비록 단일의 공정이지만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을 가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명의 표현형식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2허376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의 보호범위는 그 방법 자체를
실시하는 행위,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에 한
하는 것이고(특허법 제94조, 제2조 제3호 나, 다 목 참조), 실제 생산방법과 관계없이 특허발
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 모두에 당연히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개정전의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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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원발명이 선출원의 발명(인용참증)과 동일한 발명인지
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
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물건(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별개의 표현양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상의 차
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
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052 판결

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
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
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5.9.30. 선고 2004허7005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제1항의 위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시간적 경과에 따
라 공정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실체를 살펴보면 동일한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기술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법의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 제1항은 장치의
측면에서 각각 포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카테고리의 차이에 따라 기술사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발명의 효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카테고리의 차이(방법발명과 장치발명)에 불구하고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현 우리 심사기준에서 단순히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를 청구항이 불명확
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데,카테고리의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기재하여야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한지에 대해 불분명하며,특히,
용도발명의 경우 오히려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2
조의 발명의 정의 조항에 따라,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구분될 수 있고,발명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도
청구항의 말미에 사용된 용어 또는 표현에 의해 판단하되,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일본 심사기준과 같이 청구항의 말미에 「사
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시스템」이라는 용어
가 사용된 경우 물건의 발명으로 구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이는 PCT 규정과 동일
하다.

발명의 카테고리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명의
카테고리는 청구항의 말미에 사용된 용어 또는 표현에 의해 판단하되, 발명의 실체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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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청구항의 말미에 「사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방법의 발
명으로 구분하고,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물건의 발명으로 구분한다.

2.3.3.2. 방법으로 정의된 물건 청구항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물건의 발명에서 기술적 수단이 방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불명하다는
429) 다만,방법적인 표현 이외에 적절한 표현이 없고 방법적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인 표현에 의해 그 물건이 정확하게 특정(
特定)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지침서 41
30
)
(
1
)청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한 심사
“.
.
.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
.
.
.
.장치로 제조된 물건”등의 형식으로 물건에 관한 청구
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을 적절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
신규한 물건 등)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며,이와 같은 청구항은 방법,장치,물건으
로 기재된 청구항과 1
군의 발명으로 하여 1출원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
2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 등의 판단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는 방법이
나 장치가 아니라 물건자체로 해석되므로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 대상은 물건이다.따라
서 심사관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등에 있어 그 방법이나 장치가 특허성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
물건 자체”의 구성이 공지된 물건의
구성과 비교하여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지침서
4
13
041
31
)
즉,KI
PO는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에 방법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먼저 특허
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을 적절히 기재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하여 방법적 기재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구성을 적절히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재불비(
명확성 요건
위반)
를 통지하고,다른 방법에 의해 적절히 나타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를 인정하며,이때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포함된 방법적 기재를 고려하지 않
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
물건 자체”
의 구성과 공지된 물건의 구성을 비교하여 진보성
을 판단한다.
JPO

J
PO는 제조 방법에 의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에 대해 청구항의 기재와 관련하여서
는 ‘
청구항이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한 경우(
Pr
oduc
tbyPr
oc
e
s
sCl
a
i
m)
에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당해 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으로부터 당해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와,당해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제조방
법에 의한 물건의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J
PO는 “
제조 방법에 의한 생산물의 특정
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있어서는 당해 생산물과 인용발명의 물건과의 엄밀한 일치점 및 차
이점의 대비를 하지 않고 심사관이 양자가 동일한 물건이라는 일응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
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분에 차이가 없는 한 신규성이 없다고 하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
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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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제조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의 청구항에 대해 EPO 심사가이드라인은 “제조방법에 의
해 정의된 물건의 청구항은 당해 물건이 특허성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물건
이 신규한 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고 하
고,그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방법에 의해 한정된 물건의 청구항은 그 물건에 관한 청
구항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고 규정430)하고 있다.
USPTO

USPTO의 MPEP431)에는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이 제조방법에 의해 한정되고,
정의된 경우에도 특허성의 결정은 물건 자체에 기초한 것으로 한다.물건의 특허성은 그
제조방법에 좌우되지 않으며,또한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의 청구항에서의 물건이 종래기
술의 물건과 동일한지 여부는 이것으로부터 자명한 경우 예를 들면 종래의 물건이 다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물건
이 제조되는 제조 공정단계에 의해서만 정의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 단계가 특유
한 구조적 특징을 최종제품에 주는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선행기술에 대해 제조방법에 의
한 물건의 청구항의 특허성을 판단할 때는 제조 공정에 의해 부과된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후3416 판결, 2009.3.26. 선고 2006후3250 판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
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052 판결

429) KIPO의 심사지침서에서는 구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
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
정특허법에 의해서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어야 할 것
이다.
430)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2. “Claims for products defined in terms of a process of manufacture
are allowable only if the products as such fulfil the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e. inter alia that
they are new and inventive. A product is not rendered novel merely by the fact that it is produced
by means of a new process (see T 150/82, OJ 7/1984, 309). A claim defining a product in terms of
a process is to be construed as a claim to the product as such. The claim may for instance take the
form "Product X obtainable by process 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term "obtainable", "obtained",
"directly obtained" or an equivalent wording is used in the product-by-process claim, it is still
directed to the product per se and confers absolute protection upon the product (see T 20/94, not
published in OJ).”
431) USPTO MPEP 2113 Product-by-Process Claims Are Not Limited To The Manipulations Of The
Recited Steps, Only The Structure Implied By The Steps "Even though product-by-process claims
are limited by and defined by the process,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is based on the product
itself. The patentability of a product does not depend on its method of production. If the product in
the product-by-process claim is the same as or obvious from a product of the prior art, the claim
is unpatentable even though the prior product was made by a differ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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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
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
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피고는 나아가,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되는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요
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고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생
산방법’ 자체를 고안의 기술요지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
의 구성’만을 기술요지로 파악하여 야 하는바, 구성부분 ③ 중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
압되는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요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단지 위와 ‘고정관(2)
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함으로 인한 물건의 구성 즉, 고정관(2), 고무파이프(101), 고정구(1)의
결합구조만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요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를 비롯하여 일본,유럽,미국 특허청은 물건의 발명에 방법적 기재가 포
함된 경우에 대해 물건의 구성을 구조적 특징에 의해 적절히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소위 “Pr
oduc
tby Pr
oc
e
s
sCl
ai
m”)
하고 있고,이 때 해당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현 심사기준은 방법으로 정의된 물건 청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충분히 외국 특허청의 기준 및 판례의 기준과 대응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

2.3.3.3.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
1
)청구항의 기재 요건에 대한 심사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
고,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
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19
98
.10
.18
.선고 9
7후
1
34
4참조)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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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은,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
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BM발명이나 컴퓨터관련 발명 등 기
술분야에 따라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음)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
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허법원 2
00
6.1
1.
2
3.선고 2
00
5허73
54참조)
.특허청구범위
가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심사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
조제4
항제2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
대법원 20
07
.
9.
6
.선고 20
05
후1
48
6참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단이 가지는 기능 또는 작용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그 외에 발
명의 구성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고 그 기재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
다.
(
2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대한 진보성 등의 판단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이 기재된 경우,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기능을 구현
하는 모든 수단을 포괄하는 발명을 해당 청구항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진보성 등을 판단한다.즉,
청구항의 일부가 기능적으로 표현됐다고 하여 그 기능적 표현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설명의 수
단만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한정하여 진보성 등을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다만,청구항 전체의 기
재로부터 파악할 때 해당 기능적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
2조제4항제2호의 거
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단 또는 그와 동등한 수
단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인정하여 진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
심사지침서 4
12
24
)
JPO

기능식 청구항과 관련하여 J
PO는 심사기준에서 “
기능·
특성 등에 의한 물의 특정을 포함
하는 청구항에 있어서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
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
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
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기능·
특성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발명의 구성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고,이
경우 당해 기능․특성 등을 가진 물건과 출원시의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때에는 발명의 범위는 명확한 것으로 취급한다”
(
심사기준 I
－12.
2
.
2
.
1.
)
고 하여 일정한 조
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으나,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EPO

EPO는 객관적인 관점으로부터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이 특징이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으며,전문가가 과도한 부담 없이 본 발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특징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을 조건으로 청구항에 기능적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인정
하고 있으나,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적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USPTO

35U.
S.
C.1
12
에는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물질 또는 작용 및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MPEP에는 (
1
)조합(
c
ombi
na
t
i
on)청구항에서 사용될
것,(
2)수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것,(
3
)기능이 존재할 것,(
4
)상응하는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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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433)
대한 기재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2) 판례
그간 대법원은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에 대해 1
998.10.2.선고 97후1
337판결
등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
될 수 없다”고 하여 기능적 표현을 포함한 결과 청구항의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허
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최근 특허법원 20
06.11.23.선고 2
005허73
54판결에서 청구항에 기능식 표현
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
첫째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
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
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를
들고,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또한,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
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방법도 아
울러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의 판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청구항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이들 중 몇몇은 일반
적인 청구범위 해석방법434)
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다른 몇몇은 발
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기
도 한다.

432) 정차호, 기눙식 청구항, 지식재산21, 특허청 (2000. 3). "① 발명의 기술분야나 기술내용 등에 비추어
때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구성적 표현으로 용이하게 기재할 수 있어 굳이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할 필요가
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항을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함으로 인하여 권리범위의 외연을 불분명하게 할 위험을
래할 뿐인 경우에도 청구항이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과 다른
외적인 해석방법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상기 논문 15면 6-11행) ② 필요성 요건의 구비 여부는 당해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내용, 공지기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하여는 박원규,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45), 568-574 참조.)"

볼
있
초
예
발
관

433) Northrop Grumman Corp. v. Intel Corp., 325 F.3d 1346, 1350, 66 USPQ2d 1341 (Fed. Cir. 2003).
434)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해석하며, 이 경우에도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만 허용될 뿐 특허발
명의 기술적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 해석방법을 일컫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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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1998.10.2. 선고 97후1337 판결, 1998.10.13. 선고 97후1344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
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
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
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
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 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및 그 조절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형태
1의 UL5, UL8, UL13, UL29, UL30, UL39, UL40, UL42와 UL52 오픈 리딩 프레임(open
reading frame) 가운데 하나에 상응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RNA 또는
DNA와 특이적으로 교잡되고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상기 특이적 교잡에 효과를 미치기에 충분
한 동일성과 수를 갖는 뉴클레오티드 단위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르페스 바이러
스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라고 화합물
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하여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
의 기능적 표현만으로 정의한 것인데, 실시례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위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뉴클레오티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지 아니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어 특허
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
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
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
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
'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14)(18)와 연결클립(15)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
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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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
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
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9798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
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 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
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특히 BM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 등에 있어서는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
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또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 또는 작용효
과 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이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표현된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 있어서
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위한
기술적 구성 및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시례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발명
의 상세한 설명 등의 참작을 통해 드러나는 기술사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적 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1486 판결 【등록무효(특)】

요지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
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내용
정정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d) 제1 트레이(10) 및 제2 트레이(10A)를 적층함으로써 제
1 트레이(10) 및 제2 트레이(10A)가 집적회로 부품(11)을 감싸 고정하고, 근접하게 적층된 트
레이 내의 프레임워크 수단(24)은 상응하는 저장 포켓영역 내에서 프레임워크 수단(24)을 가로
지르는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할 때, 상·하의 트레이에 형성
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상·하 트레이를 적층함으로써 프레임워크에 수반하는 제1,
2 지지수단으로 볼 단자 집적회로 부품을 수직방향으로 고정함과 동시에 프레임워크에 형성된
연장부로 프레임워크의 내부에 볼 단자 집적회로 부품을 위치시켜 수평방향으로 안정시키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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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그간 특허청의 실무와 법원은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능식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435)
하였으
나,2007년 개정된 특허법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3호를 삭제하면서 제6항을 신
설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청구항의 발명을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아울러 종전에 문제되었던 기능식 청구항(
f
unc
t
i
onalc
l
a
i
m)
의 기재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유럽,미국 특허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
을 전제로 기능식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이 때의 특정 조건은,① 당업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이 기능·
특성 등을 가지는 구체적인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② 특징이 보다 정
확하게 정의될 수 없으며,전문가가 과도한 부담 없이 본 발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특징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③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
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이들 조건
은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서 내걸고 있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이러한
판례를 정리한 현 심사기준의 지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은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물질
또는 작용 및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
면,일본과 유럽은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우리 심사기준에서는 진보성 판단 시,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모든 수단을 포괄하는 발명을 해당 청구항의 발명으로 인정
하여 진보성 등을 판단한다고 하고,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설
명의 수단만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한정하여 진보성 등을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이처럼 현 심사기준은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요건과 해석에 관해 충분히
외국 특허청의 기준 및 판례의 기준과 대응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3.3.4.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의 기재와 관련하여 EPO는 기술적 특징의 결과나 효
과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이에 더하여 청구항이 물리적 실체(
생산물,
435) 대법원 1998. 10. 18. 선고 97후1344 판결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식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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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목적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우리 특허청
을 비롯해 다른 특허청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청구항에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가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간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장황하지 않고 발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기재하는 경우 오히려 발명을 특정하거나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기준과 같이,“발명의 정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허용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또,유럽 특허청은 “물리적 실체의 경우 목적의 표시는 특
허가 허여된 사항의 범위에 대한 한정하는 효과를 가지며,그렇지 않으면 관련 선
행기술문헌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436)
하여 한정사항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선행기술을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출원인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고,발
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위 기재요건에 맞게 기재된 경우는 해당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사항으로서 작용한다 할 것이고,마찬가지로 심사과정에서는 선행기술을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럽 심사기준을 참조하여,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사
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하기와 같은 지침을 추가한다.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목적이나 효과에 의해
발명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기재불비로 거절하지 않는다.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3.3.5. 부정적 표현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청구항에 「… 을 제외하고」,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발명의 구
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지만,다만,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
特定)
에 문제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심사지침서 4
12
9)
JPO

J
PO의 심사기준에서는 “
「제외 클레임」이란 청구항의 발명에 포함되는 일부 사항만을
436)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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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한 청구항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Ⅲ
부 제1장 4.2.), 청구항에 부정적 표현(
「… 을 제외하고」,
「…이 아닌」등)
이 있어서 발
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Ⅰ부 제1장
2.2.2.1.).
또한 J
PO는 청구항을 보정할 때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기재를 남긴
채,보정에 의하여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는 「제외 클레임」은 제외 후
의「제외 클레임」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이면 충족된다”고 설명하면
서 다음 (
ⅰ)
,(
ⅱ)
의「제외 클레임」으로의 보정은 예외적으로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인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Ⅲ부 제1장 4.2.).
(
ⅰ)청구항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겹치기 때문에 신규성 등 (
제2
9조 제1
항 제3호,제2
9
조의 2또는 제39
조)
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
대로 두고 중복되는 사항만 제외하는 보정.
(
ⅱ)청구항의 발명에「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법 제29
조 본문의 요건을 충족시키
지 않거나 혹은,동법 제32
조에 규정된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제외되면 당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을 제외하는 보정.
EPO

EPO는 부분제외 청구항(
di
s
c
l
a
i
me
r
)
이란 일반적으로는 선행기술에 기재된 실시예 부분
을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되는 부정적 표현을 말하며,예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한정을 사용하여 청구항을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로서 출원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 중 특허성이 없는 것을 삭제하거나,출원 명세서에
서 특징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EPO는 이러한 부정적인 한정은 청구항에 긍정적인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 주제를
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게 한정할 수 없거나,청구항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EPO는 청구항을 보정할 때 선행기술과 청구된 주제와의 중복을 이유로 부분 제
외함으로써 청구항이 감축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 EPC 12
3(
2)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
(
ⅰ)EPC 54
(
3
)및 (
4
)
에 의한 신규성의 회복.
(
ⅱ)EPC 54
(
2
)
에 의해 우연한 예상(
a
c
c
i
de
nt
a
la
nt
i
c
i
pa
t
i
on)
에 의한 신규성의 회복.
(
ⅲ)EPC 52내지 5
7에 따라 주제를 삭제하는 것이 비기술적인 이유로 특허성이 부정된
것을 회복하는 것.
또한 EPO는 다음의 경우에 일부제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ⅰ)작동하지 않는 실시예를 삭제하거나 불충분한 발표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
ⅱ)기술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EPO는 특히 아래의 경우에 부분제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ⅰ)한정이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
ⅱ)상충하는 출원 하나를 기초로 허용 가능한 일부제외는 EPC 5
4(
3
)
,54
(
2)
에 따른 분
리된 선행문헌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나타내며,청구된 발명의 우연한 예상이 아
닌 경우
(
ⅲ)상충하는 출원을 기초로 한 부분제외는 EPC 8
3에 따른 결함을 제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EPO는 “
일부제외는 단지 신규성을 회복하거나,비기술적 이유로 특허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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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제외된 주제를 청구범위로부터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일부제외를 포함하는
청구항은 EPC 84
의 명확성과 간결성에 부응하여야 한다.그 제외된 종래기술은 EPC 규칙
2
7(
1)
(
b)
에 따라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하고,종래기술과 일부제외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USPTO
437)
미국은 일부제외 청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관련 주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청구항은 거절될 수
있다.이러한 부분 제외는 예를 들면,출원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
A)37CFR41
.
20
2(
c
)
에 근거하여 다른 출원과의 인터피어런스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청구
항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B)심사관에 의해 지적되었을 때 어떤 특허로부터 청구항을 복제하지 않은 경우,
(
C)어떤 특허로부터 복제한 청구항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해 소정 기한 내에 대응
하지 않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일부제외에 근거한 거절은 부분 제외된 주제와 특허성이 구별되지 않는 모든 청구항 및
이 청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구항 모두에 적용된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 심사기준에는 청구항에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
特定)
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부분제외 청구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심사기준은 보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심사기준에 부분제외 청구항으로의 보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그 규정은 신규사항이 도입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본 및 유럽 심
사기준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면서 아울러 미완성 발명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항을 보정함으로써, 「… 을 제외하고」,「…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부
가되어 보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이로써 결과적으로 신규
사항이 추가되지 않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부분적으로 제외되더라도 발명이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가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허용하도록 한다.
437) MPEP 706.03(u) Disclaimer. Claims may be rejected on the ground that applicant has disclaimed
the subject matter involved. Such disclaimer may arise, for example, from the applicant's failure to:
(A) make claims suggested for interference with another application under 37 CFR 41.202(c),
(B) copy a claim from a patent when suggested by the examiner, or
(C) respond or appeal, within the time limit fixed, to the examiner's rejection of claims copied from
a patent.
The rejection on disclaimer applies to all claims not patentably distinct from the disclaimed subject
matter as well as to the claims directly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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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임의 부가적 또는 선택적 기재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소망에 따라」,「필요에 따라」,
「특히」,「예를 들어」,「및/또는」 등의 자구(
字
句)
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다만,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심사지침서 4
12
9)
JPO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등과 같은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
적 사항이 기재된 표현이 있을 때에는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며,이러한 표현이 있
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서 그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필요한지가 분명
하지 아니하며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사기준 I
－12.
2
.
2.
1)
EPO

동일한 특징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선택적 사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따라서「로드 또는 와이어」등과 같은 기
재는 명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USPTO

마쿠쉬 그룹은 청구항에 선택적인 표현을 제공하며,이 마쿠쉬 그룹은 출원인이 커버할
것을 원하는 분야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총괄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마쿠쉬 그룹이 방법 또는 (
단일의 화합물이 아닌)조합을 기재한 청구항에 존재하는 경
우,청구된 관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의 속성을 가지는
그룹의 멤버가 명세서에 개시되면 충분하고,또한 바로 그 성질로부터 또는 선행기술로부
터 그것들 모두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면 충분하다.그리고 마쿠쉬 표현이
화합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룹화의 타당성은 화합물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판단되
며,마쿠쉬 표현의 멤버내의 특성군이 있다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MPEP8
03
.
02
)
.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등」또는「보다 구체적으로는」등의 선택적 또는 임의 부가적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다만,이
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
며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만일 이러한 표현이 청구항에 기재된 것을 인정할 경우,그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시,이러한 선택적 또는 임의 부가적 표
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EPO 심사기준에는 “청구항에「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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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또는「보다 구체적으로는」등의 표현은 한정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모호
성만 도입할 수 있다438)
고 하여 이러한 선택적 또는 임의 부가적 표현을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의 한정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를 참조하여,하기 사항을
추가한다.

만일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청구항을 허용할 경우에도 해당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의 한정사항으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2.3.3.7. 화학 혹은 수학의 반응식 또는 수식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심사지침서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실무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다.
❈ 특허법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5
(
명세서)
에서도 청구범위에 화학식 등을 기재할 수 있
는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다.
JPO

J
PO에서는 특허법시행규칙에 따른 명세서 관련 양식(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
9의2
호)
에서 “
화학식 등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 화학식의 기재 전에「【화학식1】,
【화학식2
】」와 같이 기재하고,수식을 기재하려고 할 때는 수식의 기재 전에 「【수학
식1
】,
【수학식2】」와 같이 기재하며,표를 기재하고자 할 때는 표의 기재 전에「【표
1
】,
【표 2
】」와 같이 기재하며 순서에 따라 연속 부과하여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EPO
439)
EPC 규칙 3
5(
11
)
은 “
명세서,청구항 및 요약서는 화학식 혹은 수학 방정식 또는 수
식을 포함할 수 있다·
·
」.청구항은 그 주제가 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만 표
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청구항에는 명세서에서와 같이 화
학식 또는 수식을 포함할 수 있다”(
심사가이드라인 CI
I
I2.
4
.
)
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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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EPO 심사가이드라인 C-III 4.9.
439) EPC Rule 35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the presentation of the application documents. (11) The
request for the grant of a European patent,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abstract shall not
contain drawings. The description, the claims and the abstract may contain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The description and the abstract may contain tables. The claims may contain tables only if
their subject-matter makes the use of tables desirable. Tables and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may be placed sideways on the sheet if they cannot be presented satisfactorily in an
upright position thereon; sheets on which tables or chemical or mathematical formulae are presented
sideways shall be so presented that the tops of the tables or formulae are at the left side of th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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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 심사기준에는 반응식,수식 또는 화학식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으나,현재의 명세서 서식440)에서 기재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
구범위에도 수학식이나 반응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심사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이 때,수학 혹은 화학 방정식 또는 수식에 사용된 여러 가지 용어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도,청구항에서 다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복하여 기재하도록 제시한다.이는 청구항은 그 자체로서 명확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이를 참조하여,하기 사항을 추가한다.

청구항에는 반응식, 수식 또는 화학식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응식, 수식
또는 화학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
구항에서 다시 정의될 수 있도록 기재한다.

2.3.3.8.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참조에 의존하는 경우의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이에 대해서는 삭제된 특허법 제4
2조 제4
항 제3호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 심사지침서 4
13
04
13
1)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
고 있는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다만,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용에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예: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성분조성 상호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 수치 또는 문
장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첨부도면 제1도의 점 A(… )
,B(… )
,C(
… )
,D(… )
로 둘러싼 범위내의 Fe
․Cr
․Al및 2%이하의 불순물로 구성되는 내열전열합
금」과 같이 도면을 대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JPO

J
PO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로 대용
되고 있는 경우 도면은 다의적으로 해석되며,모호한 의미를 가지는 등 발명의 범위가 불
명확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그러나 예를 들면,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
어서 합금 성분 조성 상호간에 특정 관계가 있고,그 관계가 수치 또는 문장에 의한 것과
동등한 정도로 도면을 인용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서와 같이 발명의 상
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더라도 발명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심사기준 I
－12.
2.
2
.
1)
EPO

EPO 역시 청구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EPC Rul
e4
3(
6)
)
,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예를 들면,①청구항에

440)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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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으로 또는 수식에 의해 쉽게 정의할 수 없으나 도면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있는 특이
한 형태를 포함하는 발명이나,②그 일부의 특징이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에 의해서만 정의
될 수 있는 화학제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이나 도면을 인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하고 있다(
심사가이드라인 CI
I
I4.
1
7.
)
.
USPTO

USPTO는 MPEP441)에서 “
청구범위는 가능한 한 그 기재 자체로서 명확하여야 한다.특
정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여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언에 의해 적절하게 발명을 정의
하기가 곤란하고 도면이나 표를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보다 더 간결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
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다만,이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출원인의 편의를 위
한 것이 아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청구항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접적으로 인용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청구범위에 설명
이나 도면을 인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판례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624 판결

청구범위가 불명료한지 여부는 고안의 구성을 나타내는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 등이 불명
료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고안의 성격에 따라 고안의 보호범위와 기
술구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범위에 도면을 인용하거나 직접 도면이나
그림으로 도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추상적 기술사상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형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형상을 글이 아닌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X자형, L
자형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고
안의 구성을 표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안이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에서도 문자로 34종 53개의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설명할 경우 그 작성 및
이해에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류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림으로 도시함으로써 간
결하게 그 형상을 특정할 수 있고, 단위블록을 이루는 단위 정육면체의 개수와 그 연결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글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단위블록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
림으로 더욱 한정하고 있어서,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의 구성에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특
정하기 위하여 구성의 일부로 그림을 도시하였다고 하여 고안의 구성이 불명료하게 표현되었
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일본,유럽,미국 특허청 모두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명세서나 도면을 이용하
여 정의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다만 명세서나
도면을 인용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심사기준에서는 종전 특허법 제4
2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되었던 「발
441) MPEP 2173.05(s) Reference to Figures or Tables. “Where possible, claims are to be complete in
themselves. Incorporation by reference to a specific figure or table "is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define the invention in words and where it is more
concise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an duplicating a drawing or table into the claim. Incorporation
by reference is a necessity doctrine, not for applicant'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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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
었으나,이 규정의 삭제와 함께 현행 심사기준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삭제되
었다.이 내용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에도 해당되므로,이
를 다시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가 대
용되고 있는 경우,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
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용
에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예: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성분조성 상호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 수치 또는
문장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첨부도면 제1도의 점 A( … ), B( …
), C( … ), D( … )로 둘러싼 범위내의 Fe․Cr․Al 및 2%이하의 불순물로 구성되는 내열전
열합금」과 같이 도면을 대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2.3.3.9.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의해 발명을 정의하려는 청구항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JPO

「J
PO는 “청구항에 이루고자하는 결과에 의해 물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수단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
통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준 I
－12
.
2.
2
.
1
.
)
.
EPO

EPO는 “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으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발명이 달성되어야 할 목적으로
만 정의되는 것을 배제한다.그러나 다른 기술적 특징과 조합하여 발명의 특징의 하나로
서 달성하여야 할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다만 이러한 표현
이 청구항에 기재될 수 있는 경우는 발명을 정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결과가 명세서에서 적절히 특정된 시험 또는 절차에 의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가이드라인 CI
I
I4
.
1
0.
)
,J
PO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일본 심사기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항에 이루고자하는 결과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또한 이러한 기재가
일부 구성이 가지는 기능을 확인하여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성의 기능을 한
정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명확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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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항에 이러한 기재가 포함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야 하며,이러한
기재가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재불비가 될 수 있음을 추가함이 바람직하
다.

청구항에 이루고자하는 결과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심
사관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
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수단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
을 때에는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3.3.10. 도면 인용부호의 부기에 대한 지침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없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준과 삭제된 특허법 제42
조 제4항 제3호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명세서 중에 도면의 특정 개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 다음
에 괄호를 사용하여 도면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4
11
5)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
고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된다.다만,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
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용에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구
심사지침서 4
13
0,41
31
)
JPO

J
PO는 청구항에 기재된 도면 인용부호의 취급에 대해 특허청구범위와 관련된 양식(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9
의2의 [
비고]14
.
)
에서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
요한 때에는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 이용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하고 청구범위를 한정하
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EPO

EPC 규칙442)에 “
유럽 특허출원에 도면이 포함하는 경우 청구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특징에 괄호를 붙여 인용부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들 인용부호는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
여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USPTO

USPTO는 MPEP443)에서 “청구범위에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서 인용된 구성요소에 대
응되는 인용부호를 청구범위에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때 “
이 도면 인용부호는
청구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J
PO나 EPO
와 마찬가지로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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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후857 판결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등록청구의 범위
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걸림턱의 도면번호 16, 17
의 기재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으로 보완하여 청구범위에서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
침턱(101)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101)과 조립대의 받침턱(22)의 결합관계를 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일본,유럽,미국 심사기준 모두 도면 인용부호의 부기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
고,아울러 이러한 도면 인용부호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사항은 우리 판례
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므로,하기의 사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부기할 수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도면
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442) EPC Rule 29 Form and content of claims. (7) I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contains drawings,
the technical features mentioned in the claims shall preferably, if the intelligibility of the claim can
thereby be increased, be followed by reference signs relating to these features and placed between
parentheses. These reference signs shall not be construed as limiting the claim.
443) MPEP 608.01(m) Form of Claims. “Reference characters corresponding to elements recit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the drawings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recitation of the same
element or group of elements in the claims. The reference characters, however,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so as to avoid confusion with other numbers or characters which may appear in
the claims. The use of reference characters is to be considered as having no effect on the scope of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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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제42조 제6항)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특허법 제4
2조제6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
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
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기술이 다양화됨에 따라 물
건(
장치)
의 발명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수단보다는 그 장치의 작용이나 동
작방법 등에 의하여 발명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다면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발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나 무효의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거절결정해서는 안된다.
JPO

J
PO는 특허법 제3
6조제5항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EPO

EPC 규칙 43
(
1
)
에 “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관점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
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는 동시에 EPC 규칙 43
(
1
)
(
3
)
에서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항은 모호한 것
으로 판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
로 발명은 원칙적으로 기술적 사항들로 구성된다.그리고 청구항에는 출원인이 보
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이때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
고,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발명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란
발명의 정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술적 사항이어야 하고,이러한 점에서 각국
의 규정은 차이가 없다.
다만,일본은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유럽은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우리나라의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의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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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및 유럽 모두 이를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서 제외하면서 청구범
위의 명확성 요건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이들 규정은 단지 확인 규
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고,위 표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제42조 제8항, 령제5조)
4.1.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종속항은 독립항을 "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
종속청구항"
을 말한다.여기서 "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
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
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
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
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
예: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
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있다.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으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며,인용되는 항의 기술적 사항을 한정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구
체화하는 청구항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청구항은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독립항으로 취급한다.
o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o인용되는 항에 기재된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예:[
청구항 1]기어전동기구를 구비한 "
c구조의 동력전달장치
[
청구항 2]청구항 1
에 있어서,기어전동기구 대신 벨트전동기구를 구비한 동력전달 장
치
(
심사지침서 41
32
4
13
5)
JPO

청구항은 그 기재 형식에 의해 독립 형식의 청구항과 인용 형식 청구항으로 대별된다.
독립 형식 청구항이란,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을 말하며,인용 형식
청구항이란,선행하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을 말한다.그리고 양자는,
기재 표현이 다를 뿐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선행하는 다른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부를 치환하는 청구항을 기재
하는 경우,선행하는 다른 청구항과는 카테고리 표현이 다른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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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청구항의 기재가 불명료하게 되지 않은 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인용 형식 청구
항으로서 기재하고,청구항의 기재를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예2
:인용되는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부를 치환하는 인용 형식 청구
항
1
.기어 전동 기구를 구비한 특정 구조의 전동 장치
2
.청구항 1
에 기재된 전동 장치에 있어서,기어 전동 기구를 대신하여 벨트 전동 기구
를 구비한 전동 장치
예3
:다른 카테고리로 표현된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인용 형식 청구항
1
.특정 구조의 볼 베어링
2
.특정 공정에 의한 청구항 1에 기재된 볼 베어링의 제법
예4
:서브 콤비네이션의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인용 형식 청구항
1
.특정 구조의 나사산을 갖는 볼트
2
.청구항 1에 기재된 볼트와 결합하는 특정 구조의 나사홈을 갖는 너트
(
주)서브 콤비네이션이란,2
개 이상의 장치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전체 장치의 발명이나,
2
개 이상의 공정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제조 방법의 발명 등(
이상을 콤비네이션이라 함)
에
대해,조합되는 각 장치의 발명,각 공정의 발명 등을 말한다.
(
일본 심사기준 2
.
2
.
4)

EPO
독립항은,발명의 필수적 특징을 한정하고 있고,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관련된 것이다.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말한다.이러한 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해야 하고,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종속항은
“
c
har
ac
t
e
r
i
s
e
di
nt
ha
t
"
이나 ”c
har
a
c
t
e
r
i
s
e
dby"
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종속
항은 앞선 하나 이상의 청구항(
독립 또는 종속)
에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는 특정한 특징들
을 정의할 수 있다.종속항은 하나 이상의 독립항들을 인용하거나,하나 이상의 종속항들
을 인용하거나,독립항과 종속항 모두를 인용할 수 있다.
EPC Gui
de
l
i
ne
sCⅢ3
.
4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 심사실무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청구항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
분하는 것이 아니라,“독립 형식의 청구항”과 “인용 형식의 청구항”으로 나누고,인
용 형식의 청구항의 경우,전형적인 인용 형식의 청구항과 그 외의 인용 형식의 청
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이 중 전형적인 인용 형식의 청구항은 선행하는
다른 하나의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로 설명하는
데,이는 우리 실무상의 종속항에 해당한다.그 외의 인용 형식의 종속항은 선행하
는 다른 청구항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부를 치환하는 청구항을 기재하
는 경우,선행하는 다른 청구항과는 카테고리 표현이 다른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로서,우리 실무 상의 종속항의 형식으로 기재된 독립항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실제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우리 심사 실무상의 독립항과 종속
항을 구분하는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현 심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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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4.2. 청구항의 수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경우
라도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청구하는 물이 2이상인 경우,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청
구항내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예1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고분자 화합물 및 그 고분자 화합
물을 이용한 컨텍트 렌즈
예2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을 달리한 경우는 인
정하도록 한다)
예3
:청구항 내에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그 인용한 청구항 내에서 다시 다수의 항을 인용하
는 경우
예를 들어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물건」
과 같은 것을 말하며,이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
(
심사지침서 41
35
4
13
6)

JPO
청구항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PO
청구항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유럽 특허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항의 수를 하나의 카테고리당 하나의 독립항을 갖도록 제한하고 있다(
EPC 규칙
2
9(
2)
)
.
특별한 사정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호 관련된 복수의 물
-물 또는 장치의 복수의 상이한 진보적 용도
-특정 과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의 예
(
EPO 심사가이드라인 CⅢ 3.
2.
)

USPTO
청구항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독립항의 수가 3개 이하이고,전체 청
구항의 수가 2
0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료를 징수하고,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
를 징수함과 아울러 다른 청구항을 다중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를 징수해,수수료에 차이를 두고 있다.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우리 특허법이 다항제를 체택하고 있는 이상,청구항의 수와 관련하여 현행대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로서,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심사 및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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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청구항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등록 유지료도 청구항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청구항의 표현 및 개수 등은 전적으로 출원인의 자유 의지에 기인한 것
이므로,굳이 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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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면 및 요약서
1. 도면
1.1. 도면의 기능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
조제
2
항)발명의 구성은 문장에 의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도면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
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심사지침서
4
12
1)
JPO

출원서에는 명세서,특허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
3
6조 제2항)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청구항에 관
련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I
－
13
.2
(
1
)
)
EPO

도면은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비록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개시의 충분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헌을 제공하지만 도면(
및 청구항)
도 충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
다.명세서에서 참조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특징이 도면에 명확히 개시되어 있는 한 도면은
청구항의 주제가 될 수 있다.보다 일반적으로 도면의 목적은 명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는 청구항)
의 이해 및 청구항의 해석을 돕는 것이다.
USPTO

35U.
S.
C.11
3은 특허를 받게 되는 주제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도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특허 출원인은 사례의 성질이 그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법령
에 따라 도면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이 도면은 출원과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특히 화합물 또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발명을 포함하지만 도면은 많은 방법의 경
우에 있어서도 유용하다.출원과 함께 제출된 도면은 발명의 개시의 일부로 간주된다.

(2)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
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
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
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3도를 들어 특허청구범위를 설명하고 있
으나 제3도에는 테스트스위치가 도시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의 결합 및 작용관계가 불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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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 본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다수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발명의 청구
범위가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
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의 기재 항에서 도면 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
항에 위배된다.

(3)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도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특허출원된 발명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기능과 도면의 취급에 대해서는 일본,유럽,미국의 심사실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도면부호의 불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도면 부호의 오기로 인하여 발
명의 구성이 불명료해지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데,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현 심사기준에 도면 또는 도면 부호의 오기로 인
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불
분명해지고,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특허법 제42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기재불비 사유가 됨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현 심
사기준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도면 또는 도면 부호의 오기로 인해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해지거나 출원 시의 기술
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내
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
에 해당된다.

1.2.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
(1) 각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KIPO

결정구조,금속조직,섬유의 형상,입자의 구조,생물의 형태,오실로스코프 등과 같이
별지 제16
호 서식(
기재요령2)
의 제도법에 따라 작도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사진으
로 실시예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을 표현한 사진으로 도면을 대용할
수 있다.이 경우,사진은 명료한 것으로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칼라사진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심사지침서 41
21
)
JPO

도면에 나타내는 대상이 현미경 사진,X선 사진,결정 구조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
해서는 제도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도면을 대신할 수
있다.또한 색채 사진은 심사에 참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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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편람 2
4.11
)
EPO

사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칼라 사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발명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도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진이 다른 방법으로 표시
될 수 없는 정보(
예를 들면 마이크로 사진)
를 포함하는 경우 사진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CI
I5
.
3)
.
USPTO

사진은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사진이 청구된 발
명을 예시하기 위한 유일한 실제적인 매체인 경우 관청은 통상의 출원 및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사진을 받아들인다.
잉크 도면 대신에 제출되는 흑백 사진은 3
7CFR 1.
84
(
b)
를 충족하여야 한다.수리 가능
한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진 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는 인화지 위
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하얀 색조의 매끄러운 표면의 두꺼운 종이.

(2) 우리 심사기준 개정안
각국의 심사기준은 도면 대용 사진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
며,칼라 사진의 경우,우리 특허청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일본은 심
사에 참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으며,유럽은 불인정하고,미국은
특별히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
의 경우,도면을 대신하는 매체의 제출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면 대용 사진 외에 칼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심사
기준은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실무상으로는 칼라 도면은 제출 가능
하다.칼라 도면에 대해 일본,유럽,미국의 심사기준에도 아무런 지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이들 국가에서는 실무상으로도 칼라 도면의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에서 칼라 도면의 제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우리 특
허청이 칼라 도면의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으며,실제 기술의 설명에 있
어 칼라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도면 대용 사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칼라 도면의 인정에 대해서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 심사기준에 다
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칼라로 작성된 도면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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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서
2.1 요약서의 지위
KIPO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
는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 제4
3조)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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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는 단순히 기술적 정보로서만 사용된다.다른 목적을 위해,특히 보호범위를 해석
할 목적으로 또는 저촉 출원간의 구별 목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
제8
5조)
.
USPTO

개시에 대한 요약서는 3
5U.
S.
C.
1
12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명세서의 일부
로서 해석되고 있다.
명세서에 기재된 개시에 대한 간단한 요약서는 별도의 용지에,바람직하게는 청구범위
다음에「요약서」또는 「개시에 대한 요약서」의 표제하에 기재되어야 한다.요약서의 목
적은 특허 상표청과 및 공중이 일반적으로 간단한 조사시에 기술적 개시의 성질 및 요점
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2. 요약서의 기재방식
KIPO

[
요약]
란에는 발명(
고안)
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
는다.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적되,40
0자 이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경우 5
0단어 이
상 15
0단어 이내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
1)기술분야
(
2)해결하려는 과제
(
3)과제의 해결 수단
(
4)효과 등
(
시행규칙 2
1조제2항)
.
EPO

요약서는 발명의 명칭을 나타내야 한다.요약서는 명세서,청구항 및 도면에 포함된 개
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요약은 발명이 관련된 기술분야를 기재하
여야 하며,기술적 문제점,발명에 의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요지 및 발명의 주된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요약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출원에
포함되는 화학식 중 발명을 가장 특징짓는 화학식을 포함하여야 한다.발명의 장점,가치
또는 이에 대한 추측적인 형태에 관한 기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USPTO

요약서는 특허에 대한 기술적 개시에 대한 간결한 진술로 구성되어야 하며,발명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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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술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보고 형식이어야 하며,일반적으로 5
0내지 15
0어의 범위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요약서는 1
5행을 넘지 않는 텍스트로 기재한다.프린터에 의해 컴퓨터·
테이프상에 요약서용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
5행을 넘는 텍스트 요
약서는 길이에 있어서 15
0어를 넘지 않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요약서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첫 번째 통지서에서 또는 그전의 결함이 발견된 심사 시점
에 출원인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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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특허출원의 범위(발명의 단일성)
Ⅰ. 개요
특허법 제4
5조444)
(
1특허출원의 범위)
는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
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이에 따라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
군
의 발명에 대하여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이는 일본에서의 ‘
출원의 단일성
(
uni
t
yofappl
i
c
at
i
on)
’혹은 PCT․EPC에서의 ‘
발명의 단일성(
uni
t
yofi
nve
nt
i
on)
’
과
4
4
5
)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특허법은 1발명1특허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관련된 여
러 발명을 각 독립항으로 하여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
도 있기 때문에,서로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발명들에 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제3자 및 특허청의 편의를 도
모하고자 하는 것이 특허법 제45조 규정의 취지이다.그러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출원료나 특허관리 면에서의 유리함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없는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 포함시키고자 하는 출원인과 이것을 허용할 경우 타
인의 권리에 대한 감시나 선행기술 자료로서의 이용 또는 심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 및 특허청과의 사이에 균형을 도모함이 필요하다.
한편,이 규정에 위반되는 특허출원은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의 대상은 되
나,정보제공사유,특허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이는 1특허출원의 범위 위반
은 실체적인 특허성과 무관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로 이
미 등록된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고 단일성을
위반한 출원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여도 제3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4
4
6)
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 우리법의 개정 연혁
1980
년 개정법 이전의 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발명1출원주의”원칙을 규정
4
4
7
)1
하였으며,
980년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를 채택하면서448)“1출

444) 제45조 ①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5) 파리조약(Art. 4F)에도 발명의 단일성을 언급한 규정이 있다: “No country of the Union may refuse a
priority or a patent application ... , provided that, ... , there is unity of inven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law of the country.”
446) 종전 심사지침서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성의 요건에 대한 심사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2년 개정시 삭제된 바 있다.
447) 제9조 (1발명 1출원) ① 특허출원은 1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다만, 2이상의 발명이 상호 관련하여
이용상 1발명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자는 특허출원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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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9) 즉,1
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되었다.
9
80년 개정 전의 구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할 수 있는 소위 “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
면서 예외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이용상 1발명이 된다고 인정되는 복수의 발명”을
4
5
0
)1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980년 개정법에서 “단일의

총괄적 발명개념의 형성에 관련되는 1군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고,1990년 개정법에서 조문의 명칭을 “1발명 1출원”에서 “1특허출원의 범위”로
변경하였다.
1980
년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 다항제를 채택하면서 1
특허출원의 범위에 대해 “총괄적 발명개념”및 “1군의 발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
었으며,1990년 개정법에서 표현상 개정은 있었지만 그러한 개념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현행법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이라는 규정은 PCT Rul
e13
.
1의 “a gr
oup ofi
nve
nt
i
onss
o
l
i
nke
d ast
of
or
m as
i
ngl
ege
ne
r
ali
nve
nt
i
vec
onc
e
pt
”규정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
며,“1군의 발명”요건은 특허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981
년 개정 시행령 제2조의2(
1발명 1출원의 요건)제1항 2~4목은 “PCT 시행
세칙 부록B”에서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
다른 카테고리의 클
레임의 조합”에 관한 규정451)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PCT Gui
de
l
i
ne
s1
0.
1
2.참조)
.
1990
년 개정 시행령 제6
조(
1특허출원의 요건)
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독립항의 카테고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였다.
2003
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종전 시행령에서 1군의 발명에 속하는 독립항 카
448) 1980년 개정 특허법 제8조 (특허출원) ④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
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49) 제9조 (1발명 1출원) ① 특허출원은 1발명(단일의 총괄적 발명개념의 형성에 관련되는 1군의 발명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발명 1출원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0) 이와 같은 우리 구법의 규정은 일본의 大正10년(1912년) 특허법 규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임.
일본 특허법 大正10년(1921년)법 제7조 (“특허출원은 1발명마다 하여야 한다. 단 2 이상의 발명이 견련하
여 이용상 1발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51)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as in force from January 1, 2010) ANNEX B (UNITY OF
INVENTION)
(e) Combinations of Different Categories of Claims. The method for determining unity of invention
under Rule 13.2 shall be construed as permitting,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any one of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claims of different categories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i) in addition to an independent claim for a given product, an independent claim for a process
specially adapt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said product, and an independent claim for a use of the
said product, or
(ii) in addition to an independent claim for a given process, an independent claim for an apparatus
or means specifically designed for carrying out the said process, or
(iii) in addition to an independent claim for a given product, an independent claim for a process
specially adapt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said product and an independent claim for an apparatus
or means specifically designed for carrying out the said process,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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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를 나열하던 것을,다음과 같은 두 요건을 갖추면 1군의 발명으로 인정된다
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이 요건은 PCT Rul
e1
3.
2
.규정과 동일한 것이다.즉,①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②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
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현행 특허법의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규정은 PCT
45
2
) 시행령 제6
Rul
e 13
.
1 규정을,
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규정은

PCT Rul
e1
3.
2규정을453)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1특허출원의 범위” 규정의 개정 연혁>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군정법령 제26조 특허는 단일 발명 혹은 단일
고안자에게 허여함. 단, 2이상의 발명
제91호
1946.10. 5. 또는 고안이 견련하여 이용상 일발명
또는 일고안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정
1946.10.15. 는 본문을 적용치 않음.
시행
법률
제8조 (단일출원단일발명) ① 특허출원
은 1발명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제950호
1961.12.31. 단, 2이상의 발명이 상호 견련하여
이용상 1발명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
제정
1961.12.31. 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원자는
특허출원서에 견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제9조 (1발명 1출원) ① 특허출원은 1
제3325호 발명(단일의 총괄적 발명개념의 형성
1980.12.31. 에 관련되는 1군의 발명을 포함한다)
일부개정 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1981.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발명 1출원
시행
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조의2(1발명 1출원의 요건) ① 법 제9조
제10428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발명 1출원의 요건
1981. 7.30.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 물건 또는 방법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1
1981. 9. 1. 또는 2이상의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시행
2. 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건을 생산
[본조신설]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적합한 1방법
에 관한 1독립항을 함께 기재한 출원
3. 방법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방법을 실시
하기 위하여 특히 적합한 1장치(기계 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1독립항을

452) PCT Rule 13.1 (Requiremen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453) PCT Rule 13.2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one and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referred to in Rule 13.1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technical features that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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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함께 기재한 출원
4. 물건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건을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적합한 1방법
에 관한 1독립항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적합한 1장치에 관한 1독립항
을 함께 기재한 출원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물건·방
법 또는 장치에 관하여 각각 1독립항만으
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개념과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의 간결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
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법률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
제4207호 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1990. 1.13.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전부개정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
1990. 9. 1.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시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6조(1특허출원의 요건) ① 법 제45조제2항
제13078호 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다음
1990. 8.28.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
1990. 9. 1. 한 출원
시행
2.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
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
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
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
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
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
건에 관한 1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
항
3.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
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
재한 출원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
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17995호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2003. 6.13.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03. 6.13.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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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시행령

시행
[전문개정]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
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2. 우리법과 PCT의 비교
현행 우리 특허법은 Pa
t
e
ntCoope
r
at
i
onTr
e
at
y(
PCT)Rul
e13의 발명의 단일
45
4
)E
성 규정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PC 또한 PCT 규정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으
4
5
5) 따
며,발명의 단일성 요건의 판단기준도 PCT와 동일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하여 PCT에서 제시된 판단기준 및
사례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현행 PCT의 “
발명의 단일성"
에 관한 규정은 1970
년 PCT 발효 당시에 비하여
일부 개정되었으며(
Rul
e13
.
2~3)
,1970년 PCT Rul
e13.
2규정은 PCT 시행세칙으로
4
5
6
)
반영되었다.

PCT Reg. (DONE at Washington, on June 19, 1970)

PCT Reg. (as in force from July 1, 2009)*457)

PCT Rule 13 Unity of Invention
13.1 Requiremen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13.2 Claims of Different Categories
Rule 13.1 shall be construed as permitting, in
particular, either of the following two possibilities:
(i) in addition to an independent claim for a given
product, the inclusion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one independent claim for one process
specially adapt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said

PCT Rule 13 Unity of Invention
13.1 Requiremen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13.2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one and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referred to in Rule 13.1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454) PCT 1978.1.24. 발효, 한국은 1984.5.10. 36번째 가입국. Done at Washington on June 19, 1970,
amended on September 28, 1979, modified on February 3, 1984, and October 3, 2001 (as in force
from April 1, 2002)
455)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Fifth Edition, December 2006)
Chapter II.C.(Unity of invention) "Harmonisation of the definit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n the PCT (R. 13 PCT, amended like R. 30 EPC) and the EPC (Art. 82 EPC in
conjunction with R. 30 EPC) means that the criterion of unity of invention in both systems will be
subject to uniform assessment by search examiners and boards of appeal alike. The principles
involved in unity of invention will therefore be dealt with as one."
456)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as in force from January 1, 2010) ANNEX B (UNITY OF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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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Reg. (DONE at Washington, on June 19, 1970)

PCT Reg. (as in force from July 1, 2009)*457)

product, and the inclusion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one independent claim for one use of
the said product, or
(ii) in addition to an independent claim for a given
process, the inclusion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one independent claim for one
apparatus or means specifically designed for carrying
out the said process.
13.3 Claims of One and the Same Category
Subject to Rule 13.1, it shall be permitted to include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wo or more
independent claims of the same category (i.e., product,
process, apparatus, or use) which cannot readily be
covered by a single generic claim.
13.4 Dependent Claims
Subject to Rule 13.1, it shall be permitted to include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a reasonable
number of dependent claims, claiming specific forms
of the invention claimed in an independent claim,
even where the features of any dependent claim c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ng in themselves an
invention.
13.5 Utility Models
Any designated State in which the grant of a utility
model is sought on the basi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instead of Rules 13.1 to 13.4, apply
in respect of the matters regulated in those Rules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concerning utility
models once the process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start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applicant shall be allowed at least 2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applicable under Article
22 to adapt his applic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said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technical features that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13.3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Not Affected
by Manner of Claiming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13.4 Dependent Claims
Subject to Rule 13.1, it shall be permitted to include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a reasonable
number of dependent claims, claiming specific forms
of the invention claimed in an independent claim,
even where the features of any dependent claim c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ng in themselves an
invention.
13.5 Utility Models
Any designated State in which the grant of a utility
model is sought on the basi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instead of Rules 13.1 to 13.4, apply
in respect of the matters regulated in those Rules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concerning utility
models once the process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start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applicant shall be allowed at least two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applicable under
Article 22 to adapt his applic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said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 PCT와 한국법 및 EPO 규정의 비교
PCT
Rule 13 Unity of Invention

한국 특허법
특허법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1발명

457) * Adopted on June 19, 1970, and amended on April 14, 1978, October 3, 1978, May 1, 1979, June
16, 1980, September 26, 1980, July 3, 1981, September 10, 1982, October 4, 1983, February 3,
1984, September 28, 1984, October 1, 1985, July 12, 1991, October 2, 1991, September 29, 1992,
September 29, 1993, October 3, 1995, October 1, 1997, September 15, 1998, September 29, 1999,
March 17, 2000, October 3, 2000, October 3, 2001, October 1, 2002, October 1, 2003, October 5,
2004, October 5, 2005, October 3, 2006, November 12, 2007, May 15, 2008 and September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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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Requiremen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13.2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one
and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referred to in
Rule 13.1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technical features that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13.3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Not
Affected by Manner of Claiming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13.4 Dependent Claims
Subject to Rule 13.1, it shall be permitted to
include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a
reasonable number of dependent claims, claiming
specific forms of the invention claimed in an
independent claim, even where the features of any
dependent claim c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ng in themselves an invention.
13.5 Utility Models
Any designated State in which the grant of a
utility model is sought on the basi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instead of Rules
13.1 to 13.4, apply in respect of the matters
regulated in those Rules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concerning utility models once the
process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start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applicant
shall be allowed at least two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applicable under
Article 22 to adapt his applic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said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
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EPC
EPC Article 82 Unity of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EPC Rule 43 Form and content of claims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82,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contain more than one independent claim
in the same category (product, process, apparatus or use)
only if the subject-matter of the application involves one
of the following:
(a) a plurality of interrelated products,
(b) different uses of a product or apparatus,
(c) alternative solutions to a particular problem,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cover these alternatives by a single
claim.
EPC Rule 44 Unity of invention
(1)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 82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features which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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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P5국의 법령 및 심사기준 비교
발명의 단일성(
1특허출원의 범위)
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들은 PCT 규정을 기준으로 통일화 추세에 있으며,다만 미국은 자국의 독특한 판단
45
8
)
기준 및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1. 우리나라
(1) 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1발명1특허출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오다가,1980
년대에 와서야
다항제의 도입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의미(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
의 단일성 개념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그러나 이 당시 단일성에 관한
법 규정은 EPC Ar
t
.82에서 도입된 것이고 시행령은 EPC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하
여 일본특허법의 단일성 규정을 가미한 것이었는데,단지 시행령에서 1특허출원으
로 할 수 있는 독립항들의 요건을 법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특허법과 시
행령의 어디에도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한 명확
한 정의나 그 구체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은 2003년 개정459)
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러 발명
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단일성 요건을 국제기준과 심사실무에 부합되
4
60
)
도록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규정을 갖게 되었다.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1특허출원이 허용된다.이러한 “하나의 총괄적 발
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
군의 발명”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②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 "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
에 해당하는
가 여부는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 사이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또
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이 관련된 기술관계가 존재하는가(
즉 기술적으
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에 달려있고,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란 각 발명에서
458) 각국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발췌 정리한 것임: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화학‧생명특허
심사쟁점연구” 제3집, “2. 發明의 單一性 判斷 基準에 관한 硏究 - 化學發明을 中心으로 -”, 2008.12. 아울
러, 특허청 연구보고서 "5개국(한․미․일․EPO․중국) 특허법 하위법령 비교 고찰"(2009. 9.)도 일부 참조하였음.
459) 2003.6.13. 대통령령17995호
460) 특허법 시행령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는, 1군의 발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
고 있지 않았던 것을 국제기준과 심사실무에 맞도록 2003.06.13. 전문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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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심사지침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4
62
) 이와 같이 선행기술로부터 심사대상 발
의 내용도 판례의 입장과 마찬가지이다.

명이 개선되는데 실질적 작용을 하는 부분이 "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므로,발명의
단일성 판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추출은 선행기술과 출원발
명을 대비하는 내용의 심사를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한편,특허법시행령 제6
조에는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
1호)
과,선행기술로부터 개선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라는 요건(
2호)
으로 구분하여,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1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그러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갖는 관계⌟는 ⌜기술적
4
63
)즉,동일하
상호관련성⌟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없다
4
64
)
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심사지침465)
심사지침서에는 특허법 제45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
군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이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
하여 특별히 제시된 개념으로서 ⌜각 발명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
는 개선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
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을 의미하며,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또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동일하지 않
461) 특허법원 1999.1.14. 선고 98허5145
462) 특실심사지침서, 4145쪽
463)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기술적 상호 관련성⌟의 요건을 기술분야나 서치필드가 다를때 분할요
구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한 시행령 제6조 제2
호와 별개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미국은 1특허출원의 범위 판단에 있어 우리와 달
리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시행령 제1호가 제2호와
달리 별개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판례나 심사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정의와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는 제2호와는 달리, 제1호는 그 범위에 대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과 적용으로 인해 심사의 일관
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심사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464) 입법예고안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6조가 각호의 구분없이 “… 상호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
징이 관련된 기술적 관계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이
중 수식의 문장구조 등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하여 지금과 같이 각호로 구분되었다.
즉, 제6조제1호의 기술적 상호관련성은 기술적 특징에 관한 제6조제2호와 별개의 영역을 상정하고 만든 것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불명료한 표현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465) 심사지침서 pp 414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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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상응하기만 하면 되며,심사지침서는 상응하는 기술특징의 예로서 하나의
청구항에서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스프링인데 반해,다른 청구
항에서는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고무블록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청구된 발명의 카테고리나 청구항의 수와 관련하여 “1군의 발명에는 특허출
원 내에 카테고리가 동일한 여러 개의 독립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1
특허출원
내에 카테고리가 상이한 여러 개의 독립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하나의 청구항 내에도 1
군의 발명의 범위를 넘는 발명들이 포함되어 단일성
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군의 발명들이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군의 발명들이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청구되었는가 또는 하나의 청구항 내에 택일적 형식으로 청구되었는가는 관계가 없
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동일하거나 상이한 카테고리의 독립항들도 1군의 발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그 판단은 각 발명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의 수나 형식에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a)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경우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독립항 간의 단일성 판단에 대해서는 물건과 단일성이
4
6
6)① 그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단일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독립항,②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독립항,
③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독립항,④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
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독립항,⑤ 그 물건의 특정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독립항,⑥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독립항,⑦ 기타(
방법에 관한 독립항과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독립항)
.
위 ①과 ④의 경우에는,그 방법이나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이 그 물건
의 생산에 ⌜적합한가⌟여부가 단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그외의 경우는 그 물건
이 가지고 있는 성질,기능,속성 등의 기술특징이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에서 그대로 이용되는가가 단일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적합한가⌟라는 것은 그 생산방법이나 장치류의 발명
을 실시하면 본질적으로 그 물건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그 물건이 다른 방
법 또는 장치류에 의해 생산될 수 없다거나,그 생산방법이나 장치류가 다른 물건
46
7
)
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심사지침서에는 화학발명에 있어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단일성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66) 특실심사지침서, 4150~4154쪽
467) 이러한 것은 미국과 다른 점이다. 미국에서는 생산방법이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거나, 물건
이 다른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으면, 이들은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MPEP
806.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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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쿠쉬(Markush) 기재방식
마쿠쉬 기재방식의 청구항에 대한 단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심사지침서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택일적 요소가 마쿠쉬 방식으로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 택일적 사
항들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데,마쿠쉬 그룹이 화합물의 택일적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
i
)모든 구성요소가
4
68
)(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을 가지며,
i
i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화학구조 요소

를 공유469)
하고 있거나,또는 모든 구성요소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
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군470)
에 속할 경우에 그 구성요소는 유사한 성질 또
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i
)
(
i
i
)
를 마쿠쉬 형식으로 청구된 화학
발명의 단일성 인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때 마쿠쉬 그룹의 택일적 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가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신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심사관은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c)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중간체⌟라 함은 중간물질 또는 출발물질을 의미하며,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에 따라 본래의 특성을 잃고 최종생성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이러한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발명의 단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①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사이에 주
요한 구조적 요소가 동일한 경우.즉,(
i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기본 화학구조가
동일하거나,또는 (
i
i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화학적 구조가 기술적으로 밀접한 상
관관계에 있어,중간체가 최종생성물에 주요한 구조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고,② 중
간체 및 최종생성물이 기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즉,최종생성물이 중
간체로부터 직접 생산되거나,또는 중요한 구조적 요소가 동일한 소수의 중간체를
경유하여 제조될 것.
한편,중간체들의 주요한 구조적 요소가 동일하다면,하나의 최종생성물을 생
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공정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중간체들을 1특
허출원으로 할 수 있으나,최종생성물의 다른 구조부분들에 이용되는 서로 다른 둘
4
7
1) 또한 중간체 및 최종생성물이 중
이상의 중간체들은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없다.

468) 심사기준 4128쪽
469)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복수의 화학물질이 그 화학구조의 대부분을 점
유하는 공통되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복수의 화학물질이 그 화학구조의 적은 부분만을 공유할
경우에도 그 공유하고 있는 화학구조가 구조적으로 현저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심사기준
4128쪽
470) “일군의 것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 군”이란 구성요소로 기재된 화학물질군의 각각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에서는 동일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 그 기술분야의 지식에 의하여 예상되는 화학물질 군을 말한다. 즉 이 화
학물질 군에 속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심사기
준 4128쪽
471) 각각의 중간체가 최종생성물과 기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최종생성물에 주요한 구조적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서 중간체 각각과 최종생성물간에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체들이 서로 다른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최종생성물의 서로 다른 구조의 형성에 기여한다면 그 중간체들간에는 단일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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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체에서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신규하지 아니한 중간체에 의하여 분리
47
2
)
되는 경우는 1특허출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판례
사건번호

특허법원【1998허 5145】

<산업폐기물 이용한 발포세라믹의 제조방법>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각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들 사이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
이 관련된 기술관계가 존재하는가(즉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고, 특별
한 기술적인 특징이란 각 발명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을 말한다
할 것이다. ....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
인 기술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인용발명은 구성성분을 포괄적으로 산업폐기
물과 점토로 기재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 건 출원발명은 수많은 종류의 산업폐기물 중 특정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
7항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인 기술적인 특징은 결국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
는 구성성분과 그 혼합비율이라 할 것이다.
이어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에 있어서 위 특정되어 있는 구성성분과 그 혼합비
율이 서로 동일하거나 대응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제2항 내지 제7항은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인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구성성분으로 산업폐기물 및 점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이고, 각 청구항의 구성성분이 전혀 다르고 나아가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사용되는 구성성분들(예를 들어, 오니, 미사분진, 플라이 애쉬, 알루미늄 재)은 동일한 산업분
야에서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대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유사한 물질이라고
도 할 수 없으며, 중복되는 구성성분도 일정한 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성분에
따라 혼합비율이 다양함(예를 들어, 장석의 혼합비율은 제2항에서는 3 - 15%, 제3항에서는
25 - 55%, 제4항에서는 30 - 60%, 제5항, 제6항에서는 10 - 40%)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7항은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량부분인 기술적인 특징이 동일하거나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특허심판원【2003원2084】

<헤테로아릴피페리딘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이란 청구된 발명간에 동일하거나 상
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호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
지는 2 이상의 화학물질을 하나의 청구항 내에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① 모든 화학
물질이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을 가지고, ② 모든 화합물이 중요한 화학구조를 공유하고 있
거나, 또는 모든 화학물질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학
물질군에 속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건 제1항 발명은 일반식 (I) 화합물에서 X가 같은 족에 속하는 -O- 또는 -S-이고, Q1
이
이며, Z는 로 한정됨에 의해, 청구하고 있는 모든 화합물들이
라는 중
요한 화학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는 “본 발명은 항정신병 활성을 갖는 헤테로아릴피페리딘, 피롤리딘 및 피페라진 및 항정신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72) 중간체A로부터 최종생성물C를 제조하는 과정이 A → B → C 의 과정을 거칠 때에, 중간생성물B가 신규하
지 않은 경우 A와 C간에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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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 약물로서의 이들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 또한 공지된 신경이완제중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많은 항정신병성약물의 부작용은 소위 추체외로 증상, 예
를 들어 경직 및 진전, 연속 불안 보행, 및 안면 찌푸림 및 안면 및 사지의 무의식적 운동을
일으키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포함한다. 직립성 혈압강하증이 또한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해
분야에서는 또한 이러한 통상적 부작용의 심각한 증상이 매우 적은 항정신병성 약물이 요구되
었다(명세서 2면). 본 발명은 일반식 (I)의 화합물, 이의 기하, 광학 및 입체이성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부가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3면
중단). 따라서, 본 발명은 정신병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신분열증의 네가티브 증후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군의 화합물을 제공한다. 또한 수 많은 화합물이 포
유동물에서 추체외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422면 하단~423면)”라는 기
재가 있어서 이건 출원발명의 모든 화합물들이 항정신병이라는 동일한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의 표 1(78면~85면)에는 기어오르는 마우스 검정(ED50 mg/kg, 복강내)
값으로 이건 출원발명의 대표적 화합물들에 대한 항정신병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모든 화합물들은 ① 모든 화학물질이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을 가지고, ② 모든 화합물이 중요한 화학구조를 공유하고 있어서, 하나의 청구항 내
에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하여 1특허출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특허심판원【1998원3130】

<신규의 태양광선 차단제, 그를 함유한 광보호 화장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하나의 청구항에 택일적인 2 이상의 구성요소를 갖는 발명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들이 ‘구
성의 주요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택일적인 사항들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
단일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이러한 택일 형식에 대한 기재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에
는 발명의 주요부로서 중요한 화학구조단위를 공유하고 있고, 각각의 화학물질이 공통되는 성
질 또는 활성을 가지고 있어야 단일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보면, 일반식(1), 일반식(2), 일반식(3)의 화합물을 택일
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상기의 화합물들은 모두 규소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하기 식
(4)의 A로 표시되는, (중략) ‘알킬렌 또는 알킬렌옥시 작용기를 함유하는 옥사닐리드 유래의
자외선 차단 단위’(이 화학구조 부분은 본원발명의 목적인 자외선에 대한 흡수특성을 갖도록
하는 구조 단위이며, 선행기술과 구분되어지는 본원발명 화합물의 특징적인 구조단위로 인정
됨)가 선상(식1) 또는 고리형(식2) 단쇄 디오르가노실록산형 또는 트리오르가노실란형(식3)의
규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공통 구조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태양광으로부터 피부 및/또는 모
발을 보호하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화학물질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특허심판원【1999원527】

<큐멘 및 에틸벤젠의 제조방법>
본원 제1항 발명인 큐멘의 제조방법과 본원 제9항 발명인 에틸벤젠의 제조방법은 출발물질
로서 프로필렌 또는 에틸렌을 각각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본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①증류 반응기내에서 분자체로 구성된 고정 베드 산 촉매 증류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반응물을 알킬화시킴과 동시에 생성물을 증류시켜 목적물을 분리해 내
는 공정, ②나머지 다알킬화 벤젠을 다시 벤젠과 반응시켜 추가 생성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공
정’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 사이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이 관련된 기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양
발명에서의 출발물질인 프로필렌 또는 에틸렌은 ‘C2-3올레핀’이라는 총괄적 상위 개념으로 표
현될 수 있는 것이며, 목적물질인 큐멘 또는 에틸벤젠 또한 ‘모노 알킬화된 벤젠’이라는 총괄
적 상위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원 제1항 발명인 큐멘 제조방법과 본원 제9항 발명인 에틸벤젠의 제조방법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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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성질의 출발물질과 동일한 반응물질인 벤젠을 사용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본원발명
의 기술적 특징인 특정의 제조공정을 경유하여, 모노알킬화된 벤젠의 제조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위 발명들은 1군의 발명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일본
(1) 법 규정
2 이상의 발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의하여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1
군의 발명에 해당될 때 하나의 출
4
7
3
)1
원으로 가능하다(
제37
조)
.
군의 발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시행규
4
74
)2
칙 제25조의8에 제시되고 있다.
003년 개정 전에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특허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0
3년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지금과 같이 단일성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이는 관련 PCT 규정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진
행시키는 등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20
04.
01.
01.출원부
터 적용되고 있다.
일본 법규정은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청구된 발명들이 선행기
술에 비하여 개선된 동일 또는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이러한 요건은 우리의 특허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2) 심사기준
일본의 심사기준에는 단일성에 관한 법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
다.제37조는 2
이상의 발명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로 특허출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그리고 그
요건으로서 2이상의 발명이 일정한 ｢기술적 관계｣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기술
적 관계｣의 구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령(
시행규칙 제25조의8)
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5조의8제1항은 ｢기술적 관계｣를 2
이상의 발명이 ｢단일한 일반적
473) 일본특허법 제37조 2이상의 발명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계를 갖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
족시키는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의 출원서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74) 일본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의８
1. 특허법 제37조에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계란 2이상의 발명이 동일 또는 대응되는 특별한 기
술적 특징을 가지는 것에 의해 이러한 발명이 단일한 일반적 발명개념을 형성하도록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관계를 말한다.
2. 전항에 규정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발명의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기술적 관계에 대해서는, 2이상의 발명이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하나의 청구
항에 택일적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유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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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개념을 형성하도록 관련되는｣기술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단일
한 일반적 발명개념｣이란 PCT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a s
i
ngl
ege
ne
r
ali
nve
nt
i
ve
c
onc
e
pt
｣에 대응되는 것이다.이 항은 또한,｢단일의 일반적 발명개념을 형성하도
록 관련되는｣기술적 관계에 관하여 ｢2
이상의 발명이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것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2이상의
발명이 단일한 일반적 발명개념을 형성하도록 관련되는 기술적 관계에 있는가 여부
는 이러한 발명이 동일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8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발
명의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
기술적 특징｣이 ｢특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특징｣에 의하여 발
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기술적
특징｣은 출원인이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한 사항
(
발명 특정 사항)중,발명을 기술적으로 특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파악되며,발명
의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이란 선행기술과의 대비에 있어 발명이 가지는 기술
상의 의의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8제3항은 상기한 발명의 단일성 판단은 발명이 별개의 청
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단일의 청구항내에 택일적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본의 심사기준에서 제시된 단일성 판단은 2이상의 발명이 동일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며 여기에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내에서 발견된 경우나,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
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475)
에는 그 밖에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
이 존재하지 않는 한,사후적으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된
다.
한편,일본의 심사기준에도 우리의 심사지침서와 같이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독립항 간의 단일성 판단이나,화학발명에 있어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경
우(
마쿠쉬 형식,중간체와 최종생성물 등)
의 단일성 판단의 기준과 예들을 소개하고
있다.

(a)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경우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독립항 간에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75)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란, ｢특별한 기술적 특징｣으로 된 것이 선
행기술 내에서 발견된 경우 이외에도, 하나의 선행기술에 대한 주지기술 또는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 등
으로 새로운 효과를 부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이거나, 단순한 설계변경인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선행기
술｣이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발명을 의미하고, 출원 시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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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과 그 물을 생산하는 방법,물과 그 물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그 밖의
물,② 물과 그 물을 사용하는 방법,물과 그 물의 특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물,③
물과 그 물을 취급하는 방법,물과 그 물을 취급하는 물,④ 방법과 그 방법의 실시
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그 밖의 물.
위 ①에서 ‘
물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물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그 밖의
물’
이 ‘
물’
의 생산에 ｢적합한｣476)경우나,②에서 ‘
물을 사용하는 방법’
이 ‘
물’
의 사용
에 ｢적합한｣477) 경우에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된다.또한 ②에서 ‘
물의 특정
한 성질을 이용하는 물’
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
물’
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인 특정
한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나,③에서 ‘
물을 취급하는 방법이나 물을 취급하는
물’
이 ‘
물’
의 취급에 ｢적합한｣ 경우,그리고 ④에서 ‘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그 밖의 물’
이 ‘
방법’
의 실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적합한｣경우
에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된다.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 사용된 ｢적합한
가｣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이 의미 속에는 물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
성질,
기능,속성 등)
이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
다른 카테고리의 발
명’
에서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이러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심사지침
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 마쿠쉬 형식
청구항이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각 선택요소 간에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로 청구항 내의 단일성을 판단
하며,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 화합물이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다
음의 요건 (
ⅰ)및 (
ⅱ)
가 만족되면 각 선택요소는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
적 특징을 갖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ⅰ)모든 선택의 요소가 공통의 성질 또
는 활성을 갖고 있고,(
ⅱ)
(
ａ)공통의 화학 구조가 존재할 것,즉 모든 선택요소가
중요한 화학 구조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
ｂ)공통의 화학 구조가 판단기준
이 되지 않는 경우,모든 선택 요소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1군의 것으로
서 인식되는 화학물질군에 속한다.
476) ‘생산방법 또는 생산장치 등’이 ‘물’의 생산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생산방법 또는 생산장치 등’
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에 의해 원재료로부터 ‘물’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그‘물’자체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의
변화가 발생되어 생산물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생산방법 또는 생산장치 등’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나타내는 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선은, 그‘물’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각각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선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양자는 동
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관계에 있다. 또한,‘생산 방법 또는 생산 장치 등’에 의해 그
‘물’이외의 물건이 생산되는 경우라도 그 ‘물’의 생산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은 만족된
다.
477)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물’의 사용에 ｢적합하다｣의 의미는 ‘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물’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특유한 성질․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특별
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발명의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그 ‘물’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특유한
성질․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각각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선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양자는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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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ⅱ)
(
ａ)
의 ｢모든 선택요소가 중요한 화학 구조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화학물질이 그 화학 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한 공통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또 화학물질이 그 화학 구조의 극히 일부분만 공유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공유되고 있는 화학 구조가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현저
한 부분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마쿠쉬 형식의 선택요소의 적어도 하나가 선행기술 내에 발견된 경우 등에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c)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에 관한 발명이 단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 (
ⅰ)
(
ⅱ)
가 만족되어야 한다:(
ⅰ)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동일 또는 기술적으
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규 구조 요소를 갖는다.즉,⒜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의 화학 구조에 있어 선행기술 중에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기본 골격이 공통되
어 있거나,또는 ⒝ 양 물질의 화학 구조가 기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ⅱ)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사이에 서로 기술적인 연관성을 가진다.즉,최종생
성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제조되거나 또는 동일한 주요한 구조 요소를 포함한 일
부의 다른 선행기술 중에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중간체를 경유해 제조된 경우
중간체들간의 단일성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최종생성물의 제조를 위해 다른 프
로세스에서 사용된 각각의 중간체에 동일한 주요한 구조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최
종생성물 및 각각의 중간체에 관한 발명은 주요한 구조 요소가 ｢동일 또는 대응하
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에 단일성을 충족시킨다.
”
라고 기재하고 있어 우
리와 같이 최종생성물의 다른 구조부분들에 이용되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중간체
들에 대해서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면 되고,중간체가 다른 효과를 갖거
나 또는 다른 활성을 가리키는 것은 단일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4
78
)
다.

3. EPO
(1) 법 규정
4
7
9) 유럽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혹은 하나의 총괄적 발
EPC 제82조에 따라,

478) 우리나라 심사지침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한정요구가 내려질 수 있
다.(MPEP 806.05j)
479) EPC Article 82 Unity of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EPC Article 82 (발명의 단일성) 유럽특허출원은 단일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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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개념(
s
i
ngl
ege
ne
r
ali
nve
nt
i
vec
onc
e
pt
)
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
4
8
0
)
에 의할 수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일성 판단기준은 규칙 44
에서 제시된다.

(2) 심사 가이드라인
EPO의 심사가이드라인481) 제3장 "
청구항"편에는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규칙 44
(
1
)
은 복수의 발명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법 제8
2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82조에서
요구되는 발명 상호간의 연관은 기술적 상관관계로서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청구항에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특별한 기술적 특징(
s
pe
c
i
a
l
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이라는 표현은 어느 한 청구항에 있어서,그 대상 발명이 전체적
으로 선행기술을 능가하는 공헌을 하는 특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술적 특징을 의
미한다.
각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특정되려면 발명 상호 간의 기술적 관계의
유무와 함께 그 관계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해야 한다.또한 각 발명에 있어서의 기술적 특징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대응하
는 기술적 특징이어도 된다.대응하는 기술적 특징의 일예로서 어느 청구항에서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금속제 용수철인 반면,다른 청구항에 있
어서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고무 블록인 경우가 있다.
EPO 심사가이드라인에는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의 조합에 관한 경우,마
쿠쉬 형식 청구항에 관한 경우 및 중간체와 최종생성물간의 경우에 대한 단일성 판
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a)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경우
① 하나의 물건에 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물건을 제조하는데 특별히 적
480) EPC Rule 44 Unity of invention. (1)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 82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features which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EPC Rule 44 (발명의 단일성) (1) 일군의 발명이 하나의 유럽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82조에 규정하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은 이들 발명간에 1 또는 2 이상의 동일한 또는 연관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충족된다.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발명이 전체로써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여한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2) 일군의 발명이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지의 여부는 이들 발명이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단일 청구항 내에 택일적 형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 없이 판단한다.
481)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status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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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s
pe
c
i
a
l
l
yadapt
e
d)방법에 대한 독립항 및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한 독립항
② 하나의 방법에 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
히 고안된(
s
pe
c
i
al
l
yde
s
i
gne
d)장치 또는 수단에 대한 독립항
③ 하나의 물건에 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물건을 제조하는데 특별히 적
합한(
s
pe
c
i
a
l
l
y ada
pt
e
d)방법에 대한 독립항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s
pe
c
i
al
l
yde
s
i
gne
d)장치 또는 수단에 관한 독립항
조합 ①,② 또는 ③ 중 하나에 따르는 독립항의 일군은 언제나 허용되지만,
하나의 유럽 특허출원에 있어서 이들 독립항의 일군을 복수로 하는 것은 규칙
4
8
2
)
43(
2)
(
a)
(
c
)
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 및 법82조 및 84
조483)
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
4
8
4)
우에만 허용된다.

조합①에서,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이 얻어지는
경우,즉 그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만드는 데에 실제로 적합하고 그로 인
해 규칙 4
4(
1)
에 규정된 물건과 방법 간의 기술적 상관관계가 규정되는 경우에,그
방법은 그 물건의 제조를 위해 특별히 적합한(
s
pe
c
i
al
l
yadapt
e
d)것이라고 본다.제
조방법 및 그 제품은 그 제조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제조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는 사실로부터 단순히 단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합②에서,장치 또는 수단이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하고 그로 인해
청구항에 기재된 장치 또는 수단과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간에 규칙 44(
1)
에 규정하
고 있는 기술적 상관관계가 규정되는 경우에는,그 장치 또는 수단이 그 방법을 수
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s
pe
c
i
al
l
y de
s
i
gne
d)것으로 본다.장치 또는 수단이 단
지 그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으로서 충분하지 않
다.한편,장치 또는 수단이 다른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거나 방법이 다
른 장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적합한(
s
pe
c
i
al
l
y adapt
e
d)
⌟과 ⌜특별히 고안된
(
s
pe
c
i
al
l
yde
s
i
gne
d)
⌟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심사지침서 및 일본의 심사기준에서 사
용된 ⌜적합한가⌟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즉,이 의미는 물 또는
방법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거나,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
다른 카테고리
482) Rule 43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82,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contain more than
one independent claim in the same category (product, process, apparatus or use) only if the
subject-matter of the application involves one of the following:
(a) a plurality of interrelated products,
(b) different uses of a product or apparatus,
(c) alternative solutions to a particular problem,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cover these alternatives
by a single claim.
483) Article 84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484) 이와 같이 다른 카테고리 발명의 조합을 2세트 이상으로 하여 출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우리나라나 일본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및 ⌜동일 또는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의 존재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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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서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이러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심사지침이나
일본의 심사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 카테고리 유형이 같은 경우
한편,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규칙 제43조에 따라485)
다음의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항만을 기
재하는 것이 허용되는데,이는 엄밀하게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의한 특허출원 범
위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청구항 기재에 있어 발명의 명료성 요건에 해당한다.
규칙 제43조에 따라 카테고리 하나당 허용되는 독립항의 수가 매우 제한된다.
EPO 심사기준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허용될 수 있는 독립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히고 있다.
<단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복수 독립항의 허용성 (EPO 심사기준 예시)>
plug and socket
transmitter and receiver
intermediate(s) and final chemical product
gene–gene construct-host–protein–medicament

서로 관련된 복수의 제품들
(R.43(2)(a))

•
•
•
•

제품 또는 장치의 다른 용도
(R.43(2)(b))

• claims directed to second or further medical uses when a first
medical use is known

특정의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들 • a group of chemical compounds
(R.43(2)(c))
• two or more processes for the manufacture of such compounds

규칙 제4
3조로 인하여,독립항 간에 서로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존
재하더라도,즉 규칙 제44
조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만족됨에도 불구하고,청구범
위 기재의 명료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복수의 독립항이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c) 마쿠쉬 그룹
마쿠쉬 그룹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치환체들(
al
t
e
r
nat
i
ve
)
이 유사한 성질을 갖
485) Rule 43 Form and content of claims.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82,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contain more than one independent claim in the same category (product, process,
apparatus or use) only if the subject-matter of the application involves one of the following:
(a) a plurality of interrelated products,
(b) different uses of a product or apparatus,
(c) alternative solutions to a particular problem,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cover these alternatives
by a single claim.
규칙 43 (청구항의 형식과 내용) (2) 유럽특허출원에는, 조약 제82조의 한도 내에서, 출원의 대상물이 다음
의 하나와 관련될 경우에만 동일한 카테고리(제품, 방법, 장치 또는 용도)에서 둘 이상의 독립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서로 관련된 복수의 제품들;
(b) 제품 또는 장치의 다른 용도;
(c) 특정의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하나의 청구항으로 커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해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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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발명의 단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마쿠쉬 그룹이 화합물의 치
환체(
al
t
e
r
na
t
i
ve
sofc
he
mi
c
alc
ompounds
)
에 관한 것일 때,다음의 경우에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ⅰ)모든 치환체가 공통적인 특성 또는 활성을 갖고,
(
ⅱ)공통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즉 모든 치환체가 중요한 구조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 모든 치환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화합물군으로
인정되는 화합물군에 속하는 경우.
여기서,화합물의 공통된 화학구조가 전체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화합물의 공통부분이 그 구조의 작은 부분일 경우라도 공유구조가 기존의 선
행기술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현저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치환체
가 중요한 구조적 요소를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구조적 요소는 단일 성분 또는
서로 연관된 각 성분의 조합일 수 있다.각 군의 구성 화합물들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에서 동일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즉 각 화합물이 의도하는 결과를 달
성하도록 서로 치환가능하다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의 지식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우
에는,치환체들은 “
인정된 화합물의 군”에 속한다.마쿠쉬 그룹의 치환체 중 적어도
하나가 신규하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야 한다.

(d) 중간체 및 최종생성물
중간체와 최종생성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은 다음의 경우에 인
정된다: (
ⅰ)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동일한

필수구조요소(
e
s
s
e
nt
i
al s
t
r
uc
t
ur
al

e
l
e
me
nt
)
를 보유하는 경우,즉 이들의 기본 화학구조가 동일한 경우 또는 중간체의
필수 구조요소가 최종생성물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들의 화학적 구조가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ⅱ)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기술적으로 연관되어 있
는 경우,즉 최종생성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제조되거나 또는 동일한 필수구조요
소를 모두 포함하는 소수의 중간체에 의하여 최종생성물이 분리되는 경우.
최종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사용되는 다른 중간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일한 필수 구조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이에 대한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
다.이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신규하
지 않은 중간체에 의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최종생성물의 다른 구조부분에 대한
다른 중간체가 청구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중간체 상호간에 단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간체가 최종생성물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가능한 효과
또는 작용도 발휘한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단일성이 손상되는 것은
4
8
6
)
아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나 그 적용방법들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나 일본의 기준
486) 우리나라 심사지침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구별되는 발명으로 판단되
어 한정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MPEP 806.0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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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듯하다.단일성에 관한 우리나라나 일본의 특허법이 EPO
및 PCT 규정을 따라 20
03년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보
인다.

4. 중국
전리법 제31조는,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되어야 하나,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에 속하는 두 개 이
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4
8
7
) 특정
다.1군의 발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세칙 제35
조에 제시되고 있으며,

한 기술적 특징이란 각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 선행기술에 대해 공헌하
는 기술특징을 가리키며,복수개의 발명간에 서로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
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발명의 단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a)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복수개의 발명
중국 심사기준은 다음의 6가지 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여 독립항이 기재
된 경우 복수개의 발명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며,다
만 형식적으로는 다음 6가지 형태 중의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발명 간에 총괄적 발
명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면 1특허출원이 허용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① 같
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될 수 없는 물건들 또는 방법
들에 대한 복수의 독립항,② 물건에 대한 독립항 및 그 물건의 생산에 전용하는
방법에 대한 독립항,③ 물건에 대한 독립항 및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한 독립항,④
물건에 대한 독립항,그 물건의 생산에 전용하는 방법에 대한 독립항,및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한 독립항,⑤ 물건에 대한 독립항,그 물건의 생산에 전용하는 방법에 대
한 독립항,그 방법의 실시에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장치에 대한 하나의 독립항,⑥
방법에 대한 독립항,그 방법의 실시에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장치에 대한 독립항.
위 6가지 유형 중에 ②~⑥에 속하는 발명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복
수개의 발명에 해당한다.여기서,‘
전용'
이란 물건이 생산 방법과 기술적으로 연관되
어 있고 그 생산방법으로부터 그 물건이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전문적
으로 디자인된 장치에 있어서 ’
전문적‘
이라는 것은 그 장치로 그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그 장치가 선행기술에 기여하는 공헌이 바로 그 방법이 선
행기술에 기여하는 공헌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서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복수개의 발명
전술한 바와 같이 ‘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될
수 없는 물건들 혹은 방법들에 대한 복수의 독립항’
은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시킬
487) 전리법시행세칙 제35조 전리법 제31조제1관의 규정에 따라 한 건의 특허출원으로 제출된 하나의 발명사상
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서로 관련되며, 하나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정
(特定)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한 기술적 특징이란 각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 선행
기술에 대해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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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조건으로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될 수 있다.마쿠쉬 혹은 택일적 기재방식에
의한 복수청구항 기재,컴비네이션서브컴비네이션 관계의 발명에 대해서도 한국,
48
8
)
4
8
9)
일본과 동일한 방식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c) 단일성 위반의 효과
출원시 제출된 독립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보정이
후 발명의 단일성이 상실된 경우,독립청구항에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상황에서 나
머지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경우라도 발명의
단일성 위반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그 출원에 대해 보정
4
9
0
) 출원인이 그 기간 만료 시까지 답변이 없
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세칙 제4
2조)
.

는 경우,그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세칙 제42조)
.출원인은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단일성을 만족시키는 범위의 발명으로 한정보정하고,나머지 발
명은 분할출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정에 의하여 발명이 새로이 청구항으로 추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래
제출된 청구항과 새로이 도입된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상실되면,심사관은
4
9
1
)다만 이 때 삭제되는 청구항에 대해서
새로이 도입된 청구항의 삭제를 요구한다.

는 분할출원이 가능할 것이다.

5. PCT
(1) 법 규정
단일성에 관한 규정인 PCT 규칙 13조의 내용은 EPC Ar
t
.82 및 Rul
e44와
4
9
2
) 또한 P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

488) 심사지침 제1부 제10장 8.1
489) 심사지침 제1부 제6장 2.2.2.1
490) 심사지침 제1부 제6장 3.1.
491) 심사지침 제1부 제6장 3.1.
492) PCT Rule 13 Unity of Invention
13.1 Requiremen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13.2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one and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referred to in Rule 13.1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technical
features that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13.3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Not Affected by Manner of Claiming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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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 기재된 단일성 관련 사항도 EPO 심사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과 대동소
이하므로,이하 주요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2)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국제출원은 오직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1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
우에는,이들 발명 모두가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국제출원에 포함할 수 있다(
규칙 1
3.
1
)
.국제출원에 청구
된 일군의 발명과 관련하여,발명의 단일성은 청구된 발명 간에 1이상의 동일하거
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가 있는 때에만 존재한다.
“특별한 기술적 특징(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이란 각각의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
할 때 선행기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칙 13.
2에 정의되어
있다.명세서와 도면을 감안하여 해석되는 청구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명의 단일
성을 판단한다.
특정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대해 기여하며,이에 따라 특별한 기술적 특
징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신규성,진보성과 관련하여 판단한다.예를 들면 국제조사
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주 청구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항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1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청구된 발명 간에 선행기술을 넘어선 기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종속항
간에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이 없게 된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심사가이드라인에는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
들의 조합에 관한 경우,마쿠쉬 형식 청구항에 관한 경우 및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간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단일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a)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경우
규칙 13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출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이한 카테고리의 청구항을 조합하는 것은 허용된다:① 하나의 물건에 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물건을 제조하는 데 특별히 적합한 방법에 대한 독립항 및
당해 물건의 사용에 대한 독립항,② 하나의 방법에 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방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치 또는 수단에 대한 독립항,또는 ③ 하나
의 물건에 관한 독립항에 부가하여,그 물건을 제조하는 데 특별히 적합한 방법에
13.1 요건
국제출원은 단일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련하여야 한다(“발명
의 단일성 요건”).
13.2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군의 발명이 하나의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규칙 제13.1조에 규정하는 발명의 단일
성 요건은 이들 발명간에 1 또는 2 이상의 동일한 또는 연관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
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충족된다.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발명이 전체로써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여한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13.3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발명의 단일성 판단
일군의 발명이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들 발명이 별개의 청구범위로 기
재되어 있는지 또는 단일 청구범위내에 택일적 형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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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립항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치 또는 수단에 관한
독립항.
어떤 방법이 본질적으로 일정한 물로 귀결되는 경우 당해 방법은 물의 제조
를 위하여 특별히 적합한(
s
pe
c
i
al
l
y adapt
e
d)것이며,장치나 수단의 선행기술에 대
한 기여가 방법의 선행기술에 대한 기여에 상당한 경우 그 장치나 수단은 당해 방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s
pe
c
i
f
i
c
a
l
l
yde
s
i
gne
d)것이다.
따라서 청구된 물과 청구된 방법 간에 기술적 관계가 존재하고 청구된 방법
이 청구된 물을 본질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그 방법은 당해 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적합한 것으로 본다.“특별히 적합한”이라는 용어는 당해 물을 다른 방법으
로는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장치나 수단의 선행기술에 대한 기여가 방법의 선행기술에 대한 기여에
상당하는 경우 당해 장치나 수단은 청구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
된”것으로 본다.결과적으로 단순히 청구된 방법을 실시하는 데 장치나 수단이 사
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그러나 “특별히 고안된”이라는 표현은
다른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 당해 장치 또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으며,다른 장치나 수단을 사용하여 그 방법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지도 않는다.

(b) 마쿠쉬 형식
치환체(
화학적 또는 비화학적)
를 정의하는 소위 마쿠쉬 형식도 규칙 13.
2의 규
정의 적용을 받는다.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환체가 유사한 성질의 것일 때
비로소 기술적 상호관계 요건과 규칙 13.
2의 규정에 따른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
별한 기술적 특징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쿠쉬 그룹이 화학 조성물 치환체에 관한 것일 때,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조성물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간주한다:(
A)모든 치환체가 공통의 특성
(
pr
ope
r
t
y)또는 활성(
ac
t
i
vi
t
y)
을 갖고,(
B)
(
1)공통의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즉,모든
치환체가 중요한 구조적 요소를 공유하는 경우,또는 (
2)공통의 구조가 통일적 기
준이 될 수 없는 때에는 모든 치환체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하나의 화합물
군으로 인정되는 화합물군에 속하는 경우.
위 (
B)
(
1)
에서 “모든 치환체가 중요한 구조적 요소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화합
물들이 그 구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공통의 화학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화합물들이 그 구조의 일부분만이 서로 공통되지만 공통되는 구조가 선행기술
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구조적 요소
는 단일 화합물이거나 서로 연관된 개별 화합물의 조합일 수 있다.위 (
B)
(
2)
에서
“인정되는 화합물군”이라 함은 그 군에 속하는 화합물이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당해 기술분야의 지식으로부터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화합물이 서로 치환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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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쉬 그룹의 치환체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한편 치환체를 취급할 때 하나 이상의
마쿠쉬 치환체가 선행기술에 대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심사관은 발명의
단일성 문제를 재검토한다.여기서 재검토라 함은 단일성 결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 중간체 및 최종생성물
중간체 및 최종생성물에 관한 사항도 규칙 13
.
2규정이 적용된다.다음의 2가
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A)중간체 및 최종생성물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일한 필수 구조요
소를 가질 것 ①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기본 화학구조가 동일하거나,② 중간체의
필수 구조요소가 최종생성물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 2가지 생성물의 화학적 구조가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B)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기술적으로 연
관되어 있을 것.이는 최종생성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제조되거나 동일한 필수 구
조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소수의 중간체에 의하여 최종생성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
한다.
최종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에서 사용되는 다른 중간생성물이
동일한 필수 구조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에 이르는 공정 중에서 신규하지 않은
중간체에 의하여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또한 국제출원이 최종생성물의 다른 구조
부분에 기여한 다른 중간체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체들간에 단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
상기에 기재된 해석을 적용하여 발명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중간체
가 최종생성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다른 효과 또는 활성
을 나타낸다는 사실로 인하여 발명의 단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 미국
미국은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다른 나라와
는 다른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출원에 대한 한정요구(
Re
qui
r
e
me
ntf
or
Re
s
t
r
i
c
t
i
on)
제도로서 이는 35USC 1
21규정(
분할출원)
과493)37CFR 1.
142(
한정요구)
493) 35 USC 121 Divisional applications: If two or more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one application, the Director may require the application to be restricted to one of the inventions.
If the other invention is made the subject of a divisional application which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20 of this title it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the
original application. A patent issuing on an application with respect to which a requirement for
restriction under this section has been made, or on an application filed as a result of such a
requirement, shall not be used as a reference either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r in the
courts against a divisional application or against the original application or any patent issued on
either of them, if the divisional application is filed before the issuance of the patent on the other
application. If a divisional application is directed solely to subject matter described and claim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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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494) 규정하고 있으며,그 판단기준으로서 “독립하고 구별되는(
I
nde
pe
nde
ntand
Di
s
t
i
nc
t
)발명”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I
nde
pe
nde
nt
”란 용어는 2이상의 주제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
다.즉,디자인,동작이나 효과 등에서 서로 연결관계가 없음을 말한다.예를 들어
종(
s
pe
c
i
e
s
)
과 속(
ge
nus
)
의 관계에서 속 아래의 종들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방법과
장치의 발명에서 그 장치가 방법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경우,두 다른 조합
발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동작 모드,다른 기
능 또는 다른 효과를 갖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Di
s
t
i
nc
t
”라는 용어는 개시된
바의 둘 이상의 주제가 서로 관계되어 있지만 청구된 바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서로에 비추어 특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PEP 806에는 한정요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발명들이 독립적이면(
i
nde
pe
nde
nt
,즉 그들 사이의 관계가 개시되어 있지 않으
면)그들 중 하나로 한정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② 발명들이 개시상으로 관계되어
(
r
e
l
a
t
e
d asdi
s
c
l
os
e
d)있지만 클레임상으로 구별되면(
di
s
t
i
nc
tasc
l
a
i
me
d)한정이 요
구된다.③ 발명의 개시상으로 관계되어 있고 클레임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한정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즉,심사관은 청구된 발명들을 서로 비교하여 구별성과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
여 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출원인은 그 요구에 반박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대상이 될 발명을 선택하여야 한다.선택은 둘 이상의 발명들 중 특정의 한 발
명을 지정하는 것이며,그 선택된 발명이 그 출원에서 계속되게 된다.한편,한정요
구에 대하여 선택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출원인은 분할출원할 수 있다.분
할출원은 ‘
선택’
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출원의 계속 중에는 언
the original application as filed, the Director may dispense with signing and execution by the
inventor.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not be questioned for failure of the Director to require the
application to be restricted to one invention.
35 U.S.C 121 (분할출원) 둘 이상의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발명이 하나의 출원에서 청구된 경우 Director는 그
출원이 그들 중 하나의 발명으로 한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94) 37 CFR 1.142 Requirement for restriction.
(a) If two or more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a single application, the
examiner in an Office action will require the applicant in the reply to that action to elect an
invention to which the claims will be restricted, this official action being called a requirement for
restriction (also known as a requirement for division). Such requirement will normally be made
before any action on the merits; however, it may be made at any time before final action.
(b) Claims to the invention or inventions not elected, if not canceled, are nevertheless withdrawn
from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examiner by the election, subject however to reinstatement in the
event the requirement for restriction is withdrawn or overruled.
37 CFR 1.142 한정요구
(a) 둘 이상의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청구되면, 심사관은 OA에서 출원인에게 청구항
들이 한정되도록 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OA를 한정요구(또는, 분할요구)라고 한다. 이 요구
는 일반적으로 실체 심사 전에 하지만, final action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b) 선택되지 않은 발명(들)에 대한 청구항은, 그것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한정요구가 취소되어 회복되지 않
는 한 심사관에 의하여 더 이상 심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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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지 할 수 있다.
출원발명이 “i
nde
pe
nde
nt또는 di
s
t
i
nc
t
”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어도 전체출원
을 서치하고 심사하는데 심각한 부담이 없다면(
wi
t
houts
e
r
i
ousbur
de
n)
,심사관은
4
9
5) 여기서 심각한 부담이란 분류(
한정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c
l
as
s
i
f
i
c
at
i
on)
가 다르

던가,분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에서 별개의 위치에 있던가(
s
e
par
at
es
t
at
usi
n
49
6
)또한 중간체와 최종목적물의 관계
t
hear
t
)또는 검색분야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에 있어서,중간체가 최종목적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외의 용도를 갖고 있는 경우
4
9
7
) 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에서 해당 물이 다른
한정요구가 행해지고 있다.

제조방법에 의해서도 제조될 수 있는 경우,“di
s
t
i
nc
t
”한 발명으로 간주되어 한정요
49
8
) 물과 장치의 발명에서도 장치가 다른 물의 제조에 사용될
구가 행해지게 된다.

수 있거나,물이 다른 장치로 제조될 수 있는 경우,“di
s
t
i
nc
t
”한 발명으로 간주되
4
9
9
)
어 한정요구가 행해지게 된다.

7. 각국 제도의 비교
(1) 일반적인 판단기준
5
0
0
) 우리나라와 일본,E
미국을 제외한,
PC 및 PCT에서의 발명의 단일성에 관

한 규정과 개념,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미국은 1특허출원의 범위 판단에 있어
“독립되고 구별되는(
I
nde
pe
nde
ntand Di
s
t
i
nc
t
)발명”의 독특한 개념을 이용하고 있
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우리나라와 일본은 EPC․PCT를 따라 국
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
003년 특허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예상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우리나라의 단일성 요건인 선행기술 비해 개선된 ｢기술적 특징｣은 일본특
허법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나,EPC․PCT에 규정된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와 동일한 개념에 해당되며, 미국에서의 “독립되고 구별되는(
I
nde
pe
nde
nt and
Di
s
t
i
nc
t
)발명”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495) MPEP 803 마쿠쉬 형식의 클레임에 있어서도 그룹의 개별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
계되어 있어 전체 클레임에 대한 검색과 심사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이들이 독립되고 구별되
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496) MPEP 808.02
497) MPEP 806.05j
498) MPEP 806.05f
499) MPEP 806.05g
500) 1특허출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과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
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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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련 조문

심사 기준

판단기준

KIPO

법제45조, 시행령제6조

제4장제1부

JPO

법제37조, 규칙제25조의8

제2장

EPO

법제82조, 규칙제44조

Chap. Ⅲ

동일‧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
(special technical features)

PCT

규칙제13조

USPTO

법제121조, 규칙1.142

MPEP 800

Independent & Distinct

이하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단일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검토
한다.

(a)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경우
각국의 심사지침에는 물건,물건의 제조방법,물건의 사용방법,물건의 생산장
치,물건을 이용하는 물건,물건을 취급하는 방법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관련 있는,
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청구항의 조합에 관하여 단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의 발명과 ‘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에 관한 발명인 경
우와,물건의 발명과 ‘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장치류)
에
관한 발명’
인 경우에는,‘
그 방법’
이나 ‘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이 그 물건의 생
산에 ⌜적합한가⌟501) 여부가 단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기타 다른 경우는 그 물
건이 가지고 있는 성질,기능,속성 등의 기술특징이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 그대
로 포함되거나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서 그대로 이용되는가가 단일성 판단의 기
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심사지침에서의 ⌜적합
한가⌟의 개념은 일본의 ⌜적합한⌟ 및 EPC‧PCT의 ⌜s
pe
c
i
al
l
ya
dapt
e
d⌟또는 ⌜
s
pe
c
i
al
l
yde
s
i
gne
d⌟와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고,그 개념 속에는 ‘
다른 카테고리 발
명’
이 그 물건 또는 방법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거나,그 특별한 기술적 특
징이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에서 그대
로 이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즉,카테고리 유형이 다른 청구항 조합
의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 EPO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EPC‧PCT에서는 심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조합 ①,② 또는 ③ 중 하
나에 따르는 일군의 독립항은 언제나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독립항의 조합이나,2
세트 이상의 조합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502) 있
501) 그 생산방법이나 장치류의 발명을 실시하면 본질적으로 그 물건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물건이
다른 방법 또는 장치류에 의해 생산될 수 없다거나, 그 생산방법이나 장치류가 다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02) EPC에서는 규칙43(2)(a)-(c)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 및 조약 82 및 84*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허
용하며, PCT에서는 규칙 13조(발명의 단일성)과 조약 6조(청구범위의 간결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Article 84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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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EPC에서는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독립항이라 하더라도 i
)상호 관
련된 복수의 물건,i
i
)물건 또는 장치의 복수의 상이한 용도,i
i
i
)특정 과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들”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복수의 독립항
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하여 보다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b) 마퀴쉬 형식 청구항/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경우
우리 심사지침서에는 마쿠쉬 형식의 택일적 사항들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
능⌟을 갖는 경우에는 단일성 요건이 만족되고,마쿠쉬 그룹이 화합물의 택일적 사
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택일적인 모든 구성요소503)
가 (
i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
을 가지며,(
i
i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합물질군에 속할 경우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단일성 판단에 대하여 ①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사이에 주요한 구조적 요소가 동일한 경우(
즉 (
i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기본 화학
구조가 동일하거나 또는 (
i
i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화학적 구조가 기술적으로 밀
접한 상관관계에 있어,중간체가 최종생성물에 주요한 구조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
고)
와,② 중간체 및 최종생성물이 기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즉,최
종생성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생산되거나,또는 중요한 구조적 요소가 동일한 소
수의 중간체에 의해서만 분리될 것)
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발명
의 단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심사기준이나 EPO 심사 가이
드라인 및 PCT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
로 동일한 것이고,또한 그 구체적인 처리기준도 일본의 심사기준,EPO 심사편람
및 PCT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것으로 판단된다.

(c) 정리
따라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법과 EPC 및 PCT의 규
정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이에 대한 각국의 심사지침․기준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처리지침 등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서 규정이나 지침상의 주의할만한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보정으로 심사대상 청구항의 변경 가능성
503) 청구항이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된 화합물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 택일적인 구성요소란 화합물의 일부 구조
로서 택일적으로 표현된 것(예로들면 치환기 R)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되는 화합물 자체를 의미한다
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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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최초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이후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 전 발명
과 보정 후 발명간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성립하여야 한다(
특허법 §
17의2④)
.이로
인해 일단 심사가 이루어져 심사대상 청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정은 오로지 발
명의 단일성이 만족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5
04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청구항을 상정해보기로 한다.

청구항 1：특징 A(A는 예를 들면 신규 화합물)를 넓게 기재
청구항 2：특징 A에 대한 a(a는 신규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의 한정
청구항 3：특징 A 및 B(B는 예를 들면 첨가물)
청구항 4：특징 A 및 b의 한정(b는 첨가물의 구체적인 예)
심사결과 청구항 1에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관이 a를 특별한 기술적
특징으로 삼아 청구항 2를 심사대상으로 하였다면,a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
한 기술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청구항 3
과 4는 발명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정 후 청구항 3과 4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분할출원을 행하는 것이다.
EPO의 경우에도 보정의 범위가 비검색된 사항으로 클레임을 보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중국의 경우에도 심사통지서에서 지적한 하자에 대하여 보정을 진
행하여야 하며 청구항에서 기술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결국
심사관이 심사한 청구항을 보정하면서 단일성이 없는 청구항의 다른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게 되면 그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다만,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보정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타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3) 발명의 단일성 판단시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한국,일본,중국,EPO의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갖는 특별한 기술특징을 선행
기술과 대비하여 추출한 후,이를 기준으로 삼아 발명의 단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날 때마다,혹은 발명의 보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
명의 단일성 준수 여부가 항상 재심사되어야 한다.
5
0
5
) 그러므로 미국에서
미국의 한정요구는 통상 실체심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의 발명의 단일성은 선행기술 조사 없이 청구항 자체만으로 보아 서로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이런 연유로,심사관은 클레임에 대해 서로 독립하고 구
별되는 발명들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그 중 하나의
클레임 그룹을 선택하면,심사관은 비로소 그 클레임에 대해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즉,미국에서는 한정요구를 하는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선행기술 검색과 같
은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원인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의 대상이
504) http://www.cabinetbeaudelomenie.fr/jp/documentation/etudes/epc29.html에서 발췌한 예이다.
505) 37 CFR 1.142(a)에 의하면, 한정요구는 최종 OA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실체심사에
의한 최초 OA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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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클레임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는 실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단일성 위반의 효과
(a) KIPO
단일성 흠결로서 특허법 제45조 위반이 되는 경우,이는 거절이유는 되나 무
효이유로 되지 않는다.

(b) JPO
단일성 흠결로서 특허법 제37
조 위반이 되는 경우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일본의 거절이유통지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특허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과 다른 발명 간에 단일성이 만족되지 않을 때 거절이유가 통지
된다는 점이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즉,대체로 청구항 1
)
이 특별한 기술
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해당 발명과 다른 발명과의 사이에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의 단일성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이 때에는 청구항 1의 모든 특징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번호의 청
구항(
즉,대체로 청구항 2
)
을 기준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이
단계에서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드러날
때까지 동일한 순서가 반복된다.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발견되면,그때
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가 검토된 발명 및 해당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가
지는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동일 카테고리의 발명을 심사 대상으로 한
다.
아례의 예는 심사관이 청구항 1에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찾아낼 수 없어
청구항 1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 2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판단하고,그 다음 청구항 2
에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찾아낼 수 없어 청구항 2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 3
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찾아낸 경
우를 보여준다.
<발명의 단일성 판단과 심사대상의 결정방식(일본)>

이 때 심사의 대상은 지금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가 검토된 발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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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 1,2,3)및 해당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발명(
청구항 3)
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동일 카테고리의 발명(
청구항 7
,8
,9
)
이 된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이 최초 기재된 혹은 먼저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
명의 단일성이 판단되고 심사대상이 정해지며,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에 있어서 심
사대상 발명과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범위 보정이 인정되므
로,결국 출원인으로서는 청구항 4
,5,6
을 보정을 통해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따라서 청구항 4,5,6을 심사받아 특허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분할출원이 된다.

(c) EPO
서치부가 출원이 조약 제82조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서치부는 청구범위에서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서치부의 판단에 따라 단일
성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한정하여 부분서치보고서를 작성한다.서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출원인이 서치부의 단일
성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청구항에 대한 분할출원 여부의 타당성을 타진하
고 싶다면 추가 서치 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발명에 대한 추가 서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사보고서가 완료되고 실체심사가 시작되면,심사부 심사관은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출원발명이 단일성 요건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만약 위배되
었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Ar
t
.9
4(
3)
,Rul
e71(
1)
(
2)
)
.

(d) SIPO
출원시 제출된 독립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보정
이후 발명의 단일성이 상실된 경우,독립청구항에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경우라도 발명의
단일성 위반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그 출원에 대해 보정
5
0
6
) 출원인이 그 기간 만료 시까지 답변이 없
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세칙 제4
2조)
.

는 경우,그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세칙 제42조)
.출원인은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단일성을 만족시키는 범위의 발명으로 한정보정하고,나머지 발
명은 분할출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정에 의하여 발명이 새로이 청구항으로 추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래
제출된 청구항과 새로이 도입된 청구항 간에 발명의 단일성이 상실되면,심사관은
5
0
7
)다만 이 때 삭제되는 청구항에 대해서
새로이 도입된 청구항의 삭제를 요구한다.

는 분할출원이 가능할 것이다.

506) 심사지침 제1부 제6장 3.1.
507) 심사지침 제1부 제6장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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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1특허출원의 범위와 관련된 법규
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20
03년 개정하였고,그로 인해 1특허출원의 범위
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법과 EPC 및 PCT의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되었으
며 또한 단일성에 대한 각국의 심사지침․기준 등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
인다.다만,미국의 경우에는 1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판단기준으로서 “독
립하고 구별되는(
I
nde
pe
nde
ntand Di
s
t
i
nc
t
)발명”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그러한 기본개념 및 제
도상의 차이에 따라 1특허출원의 범위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좁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 및 일본은 심사기준이나 지침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이나,이러한 차이는 기준이나 지침 등 규정상의 차이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용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국내
심사에 반영함에는 그 방법이나 기준을 정함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일성 판단에 있어서 “
선행기술로부터 개선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것이고 구체
적인 판단은 각 출원별로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무
적으로 단일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WI
PO에서 SPLT(
안)
의 단일성 요건 규정과 관련하여,PLT의 후험적 판
단기준은 각국의 통일화 관점에서 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선험
5
0
8
)
적”기준이 제시되었으며,그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SPLT(안)의 단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정리)
SPLT(
안)
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관하여 PCT에서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5
0
9) 즉, S
있다.
PLT(
안)
에서도 “후험적” 단일성 판단을 요하는 "
s
pe
c
i
al t
e
c
hni
c
al

f
e
a
t
ur
e
"
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선행기술을 고려한 후라야 단일성 결여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PCT의 경우에는 단일성 요건의 판단이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
비심사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후험적 테스트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각국 국내법의 통일화를 추구하는 SPLT의 관점에서는,예컨대 실체심
사를 하지 않는 국가와 같은 경우510) 후험적 테스트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PCT 체제의 국제출원과 각국 국내출원의 처리상에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특허시스템의 이용자는 단일성 요건을 통일화 시켜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
508) 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Working Group on Multiple Invention
Disclosures and Complex Applications" Third Session. Geneva, May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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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
선험적”테스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
로서,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
를 갖는 발명들 중
에서 기술적 관련성(
t
e
c
hni
c
alr
e
l
a
t
i
ons
hi
p)
이 있는 경우에만 “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
념”(
as
i
ngl
e ge
ne
r
a
li
nve
nt
i
ve c
onc
e
pt
)
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5
11
) 이러한 선험적 테스트는 선행기술에 관한 고려없이 1
다.
군의 발명 간의 기술적

관련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1군의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a)클레임들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① 물건 및 그 물건의 제조방법;② 물
건 및 그 물건의 사용방법;③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
b)클레임들의 카테고리가 같은 경우:① c
ombi
na
t
i
on & s
ubc
ombi
nat
i
on;②
함께 기능하는 발명들(
예:송신기와 수신기)
;③ 다른 발명의 사용에 적합한 발명(
예:
필라멘트와 이를 구비한 램프)
;④ 공통된 주요 특징을 공유하는 발명(
예:A+B 디스
플레이 및 A+B+C 디스플레이)
;⑤ 중간품과 완성품;⑥ 마쿠쉬 클레임.
이러한 선험적 테스트는 실무적으로 모든 국가의 특허청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서 통일된 방식으로 모든 특허청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PCT와 국내법 간에 단일성 판단기준의 통일화는 또 다른 문제이다.

509) * 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CP/10/2)
Article 6 Unity of Invention.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 Draft Regulations under the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CP/10/5)
Rule 6 Details Concerning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6
(1)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Is to Be Considered Fulfilled]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at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ose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Not Affected by Manner of Claiming]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each of the inventions is claimed in a separate claim or as an
alternative within a single claim.
510) 선험적 테스트를 적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와 러시아 등이 있다.
511) “The second approach would be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new a priori test that could be
applied by any Office, while maintaining the concept that the requirement of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would be complied with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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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 검토사항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1) 우리 심사 실무
우리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4
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
이하 “단일성”
이라 한다)
｣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이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으
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들을 포함하
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 때,｢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각
발명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선된 부분｣을 말한다.여기서,각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응하기만 하면 된다.예를
들면,하나의 청구항에서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스프링인데 반해,
다른 청구항에서는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고무블록일 수 있다.
또한,｢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
시된 개념으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이
며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특별한 기술
적인 특징｣은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부분을 의미하므로,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
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우에 따라 선행기술을 검색하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선행기술
을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2) PCT 가이드라인
국제출원은 오직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PCT는 1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이들 발명 모두가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5
1
2
)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국제출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CT 가이드 라인에서 발명의 단일성은 청구된 발명 간에 1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가 있는 때에만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때,“특별한 기술적 특징(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이란 각각의
51
3
) 단일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할 때 선행기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의미한다.

성 판단은 명세서와 도면을 감안하여 해석되는 청구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한
다.
특정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대해 기여하며,이에 따라 특별한 기술적 특
징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신규성,진보성과 관련하여 판단한다.예를 들면 국제조사
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주 청구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항을
512) PCT 규칙 13.1
513) PCT 규칙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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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고 있는 경우,1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청구된 발명 간에 선행기술을 넘어선 기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종속항
간에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이 없게 된다.
발명의 단일성 결여는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범위를 검토하기 전에 선험
적(
apr
i
o
r
i
)
으로 확실한 경우도 있고,선행기술을 검토한 후에 후험적(
apo
s
t
e
r
i
o
r
i
)
으
로 명백한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A+X,A+Y,X+Y에 대한 독립항은 모든 청구항
에 공통적인 기술내용이 없으므로 선험적으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A+X와 A+Y에 대한 독립항의 경우에는 A가 청구항 모두에 공통적이므로
선험적으로 발명의 단일성이 존재한다.그러나 A가 공지인 것을 알게 된 경우,A가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이 아니므로(
단일 특징이거나 일군의 특징
이건 간에)
,후험적으로 발명의 단일성을 결여하게 된다.

(3) 우리 심사기준의 개정안
우리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4
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발명의 단일성 개념에 대해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으로 정의함으로써,PCT 가이드 라인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만,우리 심사기준에서는 발명의 단일성 판단과정에서의 선행기술과의 관련
성에 대해 “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우에 따라 선행기술을 검
색하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선행기술을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PCT 가이드 라인에서 말하는 소위 후험적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따라서,PCT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선험적 및 후험
적 단일성 판단에 대한 예를 설명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발명 A+X, A+Y, X+Y에 대한 각 청구항은 모든 청구항에 공통적인 기술내
용이 없으므로 선행기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A+X와 A+Y에 대한 독립항의 경우에는 A가 청구항 모두에 공통적이므로 선행기술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일 A라는 선행기술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각 독립항은 선행기술 A에 비해 구별되는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
적 특징을 갖지 못하므로, 발명의 단일성을 결여하게 된다.

2. 단일성 판단 방법
(1) 우리 심사 실무
우리 심사기준은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은 먼저 독립항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고,독립항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들 독립항
5
1
4
)
에 종속된 종속항은 단일성이 만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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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판단

예2:

판단

【청구항 1】특징 A+B를 갖는 표시장치
【청구항 2】제1
항에 있어서,특징 C를 부가한 표시장치
【청구항 3】제1
항에 있어서,특징 D를 부가한 표시장치
예 1에서 모든 청구항에 동일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인 A+B가 존재하므로 청
구항 1과 청구항1의 종속항인 청구항 2, 3 사이에는 단일성이 만족된다

【청구항 1】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제1
항에 있어서,산은 황산인 방법
【청구항 3】제1
항에 있어서,산은 질산인 방법
예 2에서 청구항 1과 청구항 2 및 3은 소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
다. 청구항 1, 2, 3 사이에 동일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폴리에틸렌수지의 표
면을 산에 의해 처리하는 기술｣이다. 청구항 1, 2, 3 사이에는 단일성이 만족된다.

(2) PCT 가이드라인
발명의 단일성은 먼저 국제출원에서 종속항이 아닌 독립항과 관련하여서만
5
1
5) 독립항이 선행기술을 피하여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는
고려하여야 한다.

경우,그 독립항에 종속하는 청구항과 관련하여서는 단일성의 결여 문제가 발생되
지 않는다.
예를 들면,청구항 1이 특수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터빈로터 블레이드를 청구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항 2는 “
청구항1에 있어서 합금 Z로 제조된 터빈로터 블
레이드”
에 관한 것인 경우를 가정한다.이 때 합금 Z가 신규한 것이고 그 조성이
자명하지 않아 그 자체로서 이미 독립적으로 특허획득이 가능한 경우,또는 합금 Z
가 신규하지는 않으나 터빈로터 블레이드에 합금 Z를 적용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
아,터빈로터 블레이드에 관련하여 독립적인 발명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발명의
단일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로서 청구항 1이 물 B로부터 시작해서 물건 A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2는 “물건 C를 이용한 반응에 의하여 B를 제조하는 것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청구항 1
에 의한 방법”인 경우를 가정한다.이 경우 청구항 2가 청
구항 1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로부터 B를 제조하는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가에 상관없이 발명의 단일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그래서 청구항
2의 발명은 청구항 1의 범위 내에 있다.
마찬가지로 속/종(
ge
nus
/s
pe
c
i
e
s
)
의 청구항 상황에서 속(
ge
nus
)
의 청구항이
선행기술 범위를 벗어나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발명의 단일성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14) 심사기준 4145
515) PCT Guideline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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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부조합(
c
ombi
nat
i
on/s
ubc
ombi
nat
i
on) 청구항의 상황에서 부조합
청구항이 선행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조합 청구항
이 부조합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발명의 단일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항이 선행기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독립항
에 종속하는 모든 청구항 간에 발명적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
깊게 판단하여야 한다.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후험적 단일성 결여의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종/속 또는 조합/부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
다.발명의 단일성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국제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선행기술 조사 후에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발명의 단일
성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우리 심사기준의 개정안
(a) 독립항과 종속항 간의 단일성 요건
우리 심사기준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단일성 판단에 대하여 독립항과 종속항
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이 때 선행기술을 고려한 판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
명도 되어 있지 않다.즉,PCT 가이드 라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만일 “독
립항이 선행기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즉 독립항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는 경우 종속항 간에 단일성이 결여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우리 심사기준에서 예를 들고 있는 위 두 사례의 경우에서도,예 1에
서 특징 A+B가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라면,청구항 1,2,3사이에는 단일
성이 만족되는 것이나,특징 A+B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것인 경우에는 선행
기술로부터 개선된 기술적 특징(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이 없으므로 청구항 1,2,3의
발명 간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2는 소위 종(
s
pe
c
i
e
s
)
속(
ge
nus
)
의 관계를 가지는 형태516)
로서 청구항 1,2
,
3의 발명 간에 공통되는 기술적인 특징은 청구항 1의 “폴리에틸렌 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해 처리하는 기술”로서 청구항 1의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개선된 것이면
청구항 1,2
,3의 발명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한다.그러나 청구항 1의 발명
이 공지된 경우 예를 들면,폴리에틸렌 수지의 표면을 염산에 의해 처리하는 기술
이 선행기술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 2
,3
의 발명간에 특별한 기술적
인 특징이 없으므로 발명의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항과 종속항 간에도 선행기술을 고려하면 단일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
516)종(
s
pec
i
es
)
은 속(
ge
nus)
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청구항 1(
속)
의 보호범위에 청구항 2,3(
종)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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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은 먼저 독립항에 대해서 우선 고려한다. 독립항이
선행기술과 구별되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들 독립항에 종
속된 종속항은 단일성이 만족된다. 마찬가지로 속/종(genus/species)의 청구항 상황에서
속(genus)의 청구항이 선행기술과 구별되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속의 청구항의 하위 개념을 한정하고 있는 종의 청구항간에는 발명의 단일성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독립항이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당
해 독립항에 종속된 모든 청구항 간에 선행기술에 비해 구별되는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
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일 종
속항들 상호간에 선행기술에 비해 구별되는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종속항들에 대하여 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1: 【청구항 1】특징 A+B를 갖는 표시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특징 C를 부가한 표시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특징 D를 부가한 표시장치
모든 청구항에 동일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인 A+B가 존재하므로 만일 특징 A+B가
선행기술에 비해 구별되는 것이라면 청구항 1과 청구항1의 종속항인 청구항 2, 3 사이에
는 단일성이 만족된다. 그러나, 만일 특징 A+B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것인 경우에
는 청구항 1, 2, 3 사이에는 선행기술로부터 구별되는 동일 또는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청구항 1, 2, 3의 발명 간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결
여된다.
예2: 【청구항 1】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산은 황산인 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산은 질산인 방법
청구항 1과 청구항 2 및 3은 소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다. 청구항 1,
2, 3 사이에 동일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해 처
리하는 기술｣로서 청구항 1의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개선된 것이면 청구항 1, 2, 3의
발명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청구항 1의 발명이 공지된 경우 예를 들
면, 폴리에틸렌 수지의 표면을 염산에 의해 처리하는 기술이 선행기술 문헌에 나타나 있
는 경우에는 청구항 1, 2, 3의 발명 간에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발명의 단일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b) 수수료 체계 관점에서 단일성 판단
하나의 출원에서 심사될 발명의 수를 제한하는 근거는 수수료(
심사청구료)구
조에서 유래하며,심사절차상에 있어서 심사관이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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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출원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서치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즉,당해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비용과 출원인이 납부하는 심사청구료와
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EPO와 미국과 같이 기본 수수료에 일정 개수의 청
구항을 기본(
EPO는 15항,USPTO는 20항)
으로 하고 그 개수를 초과하는 청구항에
대해서 가산료를 부가하는 체계(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료와 예비심사청구
료는 출원 1건 단위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와는 달리,우리 특허청은 청구
항 1항 단위로 심사청구료를 산정하고 있다.다시 말하면,우리 특허청의 수수료 체
계에 의하면 출원의 청구항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각 청구항별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단일성 요건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단일성 요건 위반이 되는
출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사관의 검색 및 심사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
즉,당해 출원의 심사청구료에 의하여 커버될 수 있을 정도라면)굳이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이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편으로는,단일성 요건에 대
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절차적 요건의 하나인 단일성 요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출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출원에 대한
검색과 심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 없이
그대로 심사하는 것이 수수료 체계의 측면에서나 심사관의 심사부담 측면에서도 보
5
17
) 이와 같은 관점을 주의적으로 우리 심사지침서에
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특허출원의 범위 요건은 심사절차상에 있어서 심사관이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및 하나의 출원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검색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가령
1특허출원의 범위 요건에 위반한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출원에 대한 검색과 심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1특허출원의 범위 요건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 없이 그대로 심
사할 수 있다.
(c) 정리
상술한 바의 검토를 기초로,“단일성 판단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성 판단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한다. 이하에서는 단일성 판단방법의 일반적인 원
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단일성 결여는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
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단일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거
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나, 편협적으로 문언적으로 접근하여

517) MPEP 803 “If the search and examination of all the claims in an application can be made without
serious burden, the examiner must examine them on the merits, even though they include claims to
independent or distinct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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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나 분할출원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특히, 단일성이 결여되었더라도 더 이상의 검색
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가적인 심사노력 없이도 심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
(1) 제1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한다.
제1발명을 정하고 그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는
데 실질적인 작용을 하는 제1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한다. 발명의 기술내
용에 따라 하나의 발명에도 복수 개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
서 제1발명은 주된 발명을 의미하며 청구항의 순서와는 관련이 없다.
(2) 제2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한다.
제2발명을 정하고 그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는
데 실질적인 작용을 하는 제2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한다. 발명의 기술내
용에 따라 하나의 발명에도 복수 개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1발명과과 제2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비교한다.
제1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과 제2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 발명 간에 기술적인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확
인한다. 만약 2개의 발명 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4) 제1발명과 제2발명 간에 단일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2)~(3)의 과정을 통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시행령 제6조제2
호 소정의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어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지 판단한다.
(5) 제1발명을 바탕으로 「심사대상 발명」을 선정한다.
「심사대상 발명」으로는 제1발명 및 제1발명과 동일한 기술그룹(제1기술그룹)에 속
해 있는 발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을 갖지 않아 어느 기술그룹에도 속하지 않게 된 발명도 포함한다. 또한, 심사대상 발명에
는 제1기술그룹에 속해 있는 발명들과 카테고리만 다른 발명 등 표현상의 차이만 있어 추
가적인 노력 없이도 심사가 가능한 발명도 포함한다.
(6) 심사대상 발명에 대하여 단일성을 제외한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심사대상 발명에서 제외된 발명에 대하여는 단일성 요건
에 위반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단일성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는 그 발명들이 제1기술
그룹을 특징짓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
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272 -

Ⅳ. 주요 쟁점사항
1. 최초 출원발명에 대한 단일성 판단방법
(1) 우리 심사 실무
우리 심사기준은 최초 출원발명에 대한 단일성 판단을 아래의 순서로 행할
5
1
8
)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제1발명을 정하고 제1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는
데 실질적 작용을 하는 ｢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을 확정한다.제1발명은 주된 발명을 의미
하며 청구항의 순서와는 관련 없다.
② 제2발명에 제1
발명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2
개의 발명이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정한다.
③ 만약 2
개의 발명 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
을 포함하는 기
술적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우리 심사기준에서는 위 2개의 발명 간에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동
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하지 않아 이에 따라 발명의 단일
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판단 순서 및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일본 심사 실무
일본 심사기준은 최초 출원 발명의 단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먼저 심사 대상
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
을 묻지 않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a) 심사 대상의 결정 순서
① 특허청구의 범위의 최초로 기재된 발명의 특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519)
동일 카테고리의 청구항에 따른 발명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은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② 이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다음으로,바로 직전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특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동일 카테고리의
518) 심사기준 4147
519)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다른 발명의 특정 사항을 부가한 경우에 더
하여, 해당 발명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발명 특정 사항을 하위 개념화한 경우나, 해당 발명에 대해 발명 특정 사
항의 일부가 수치 범위인 경우, 그것을 더 한정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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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에 따른 발명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선
택하고,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③ ②의 순서를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이 발견될 때까지 반복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이 발견되면,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
를 판단한 발명(
a
)
,및 해당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의 특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동일 카테고리의 발명(
b)
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②의 순서에서,다음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청
구항에 따른 발명이,직전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발명에 기술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술적 특징을 추가한 것이고,또 해당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파악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도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더 판단하지 않고,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발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⑤ ③ 또는 ④에서 심사 대상으로 한 발명에 대해 심사를 행한 결과,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다른 발명(
예컨대,카테고리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 발명)
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상기 순서에서 청구항의 발명 특정 사항이 선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다
수항 인용 형식의 경우를 포함)
에는,각 선택지마다 파악되는 발명이 해당 선택지의
순서에서 각각 별도의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발명의 특정 사
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항이 형식적으로 독립 형식인지 인용 형
식인지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한다.

위와 같이 심사 대상을 결정함에 따른 심사 진행 방법을 다음의 예로서 설명
하고 있다.

(b) 심사 진행방법
예1:
청구항 1초전도 코일을 냉매에 침지하여 냉각하는 초전도 코일의 냉각 방법
청구항 2상기 냉매는 액체헬륨인 청구항 1에 기재된 초전도 코일의 냉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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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또한 냉동기를 사용하여 초전도 코일을 냉각하는 청구항 2에 기재
된 초전도 코일의 냉각 방법
청구항 4동판을 통해 냉동기의 냉각 스테이지와 초전도 코일을 열적으로 접
속한 청구항 3에 기재된 초전도 코일의 냉각 방법
청구항 5냉동기의 냉각 스테이지에 초전도 코일을 직접 접촉시킨 청구항 3
에 기재된 초전도 코일의 냉각 방법

(
설명)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으므
로,위의 순서에 따라,심사 대상을 결정한다.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액체헬륨」은 청구항 1에 따른 발명
의 기술적 특징인 「냉매」를 하위 개념화한 것으로,기술적 특징이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
단한다.본 예에서는,청구항 2에 따른 발명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으므
로,다음에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3으로
순서를 진행시킨다.청구항 3
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냉동기」로부터 파악되는 해
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초전도 코일의 냉각에 관한 것으로,청구항 2에 따
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청구항 3에 따른 발
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
i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경우에는,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3에 따른 발명,및 청구항 3에 따
른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4및 5에 따른 발명에 대해 발명
의 단일성 요건을 묻지 않고 심사 대상으로 한다.
(
i
i
)한편,청구항 3
에 따른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
은 청구항 4로 순서를 진행시킨다.청구항 4에 추가된 「동판」으로부터 파악되는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초전도 코일의 냉각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 청구
항 3
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청구항 4
에 따른 발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후,그때까지 특별
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
∼4에 따른 발명에 대해 심사 대상으로
한다.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는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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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청구항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최소가 아닌 청구항 5에 따른 발명은 심
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구항 1∼4에 따른 발명에 관한 심사 결과와 함께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예2:
청구항 1:티탄 합금을 이용하여 경량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경 프레임
청구항 2:β티탄 합금을 이용하여 경량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경 프레임
청구항 3:청구항 2에 기재된 안경 프레임을 가짐과 동시에,플라스틱 재료
Y를 이용하여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렌즈를 갖는 안경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으므
로,위의 순서에 따라 심사 대상을 결정한다.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β티탄 합금을 이용한 안경 프레임」은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의 기술적 특
징인 「티탄 합금을 이용한 안경 프레임」을 하위 개념화한 것으로 기술적 특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청구항 2
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
의 유무를 판단한다.본 예에서는,청구항 2
에 따른 발명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으므로,다음에 청구항 2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3
으로 순
서를 진행시킨다.청구항 3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플라스틱 재료 Y를 이용한 렌
즈」는,청구항 2
에 따른 발명과 관련성이 낮은 기술적 특징이고,또한 해당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청구항 2
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이 때문에,청구항 3에
따른 발명은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및 2에 따른 각 발명에 관한 심사 결과와 함께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3) EPO 심사 실무
유럽의 경우,많은 사례에서 서치부에 의해 단일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된다.
서치부는 청구항들 중 먼저 언급된 발명의 일부 또는 통합 연결된 그룹에 대해 부
분 서치 리포트를 작성한다.서치부는 해당 출원을 단일성 결여로 거절하거나 청구
항의 한정을 요구하지도 않을 수 있으나,출원인에게 만일 해당 서치 리포트가 첫
번째로 언급된 발명 이외의 발명들에 대해서도 커버하도록 작성되도록 하려면 추가
52
0
)
서치 수수료를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출원인이 추가 서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치된 발명에 대해 실
520) EP Guidelines Part C-Ⅲ.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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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심사를 받을 수 있다.실체 심사부에서의 심사관은 단일성에 대한 서치부의 의
견과 출원인의 의견을 검토해야 하며,서치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심사부는 서치되지 않은 다른 발명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일 출원인의 의견
이 타당할 경우에는 추가 서치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서치부의 단일성 의견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서치부의
단일성 결여에 대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심사부는 서치된 발명에 대해서만 실체 심
사를 하고,출원인은 서치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해야 한다.발명의
단일성 문제가 서치부에서 제시되든 아니든,단일성 문제는 심사부에서 항상 고려
52
1
)
되어야 한다.

(4) 개선안
(a) 심사대상의 결정 방법 및 순서
전술한 바와 같이,우리 심사기준은 2이상의 발명에 대한 단일성 판단의 적
용을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또한,2이상의 발명
이 단일성을 결여했을 때에 어떤 발명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지침
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단지,『제1발명을 정하고 제1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과 비
교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는데 실질적 작용을 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한다.제1발명은 주된 발명을 의미하며 청구항의 순서와는 관련 없다.
』고만 하
여,제1발명을 정함에 있어 심사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최초로 기재된 발명
(
대체로 청구항 1
)
으로부터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음 청구항으로 순차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며,이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PO의 경우,단일성 결여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심사부에서의 판단사항이기
는 하지만 서치부에서 먼저 이를 제시토록 하고,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아울러,단일성 결여 청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서치피의
부가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 있다.EPO의 경우에도 단일성 판단을 첫 번째로
언급된 발명부터 판단하고 있다.
과연 단일성을 결여한 2 이상의 발명이 있을 때에 어떠한 발명부터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복수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의 입장과 이를 심사하여야 할
특허청의 심사 부담의 측면을 조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또한,외국의 심사 실
무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일본과 같이 단일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및 심사대상의 선정 순서
를 심사기준에서 제시토록 함으로써,심사관이 인위적으로 주된 발명(
제1발명)
을 결
정하여 심사함에 따른 출원인의 예측 가능성 저하를 막고,외국 심사 실무와도 보
521) EP Guidelines Part C-Ⅲ.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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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물론,특허청구범위의 앞 부분에 심사가 까다로운 비교적
좁은 청구항을 배치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뒷 부분에 심사가 용이한 비교적 넓은 청
구항을 배치하는 등 복수의 독립항으로 출원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
지하고,심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
발명(
주된 발명)
을 정함에 있어 청구
항의 순서와 관련 없이 심사관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심사대상의 결정 방법 및 순서는 하기와 같이 추가 및 수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특허 청구의 범위의 최초 청구항(대체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한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522) 동일 카테고리의 청구항에 따른 발명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은 청구항(대체로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선행기술에 비
해 개선되는데 실질적 작용을 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
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한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동일 카테
고리의 청구항에 따른 발명 중 청구항에 붙인 번호가 가장 작은 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대해 다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③ ②의 과정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이 발견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에
따라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되는데 실질적 작용을 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
이 발견되면, 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발명(발명 a)과, 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발명의 한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동일 카테고리의 발명(발명 b)을
제1발명으로 정해 심사대상으로 하고 제1발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확정
한다.
④ ②의 과정에서, 다음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제2발명으로 정하고 직전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예컨대 제1발명)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2개의 발명이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정한다. 만일 제2발명이,
직전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예컨대 제1발명)과 기
술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술적 특징을 추가한 것이고, 또 추가된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파
악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도 직전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
단한 청구항에 따른 발명(예컨대 제1발명)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라면, 특별한 기술적 특
징의 유무를 더 판단하지 않고, 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들
에 따른 발명(예컨대 제1발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⑤ ③ 또는 ④에서 심사 대상으로 한 발명에 대해 심사를 행한 결과, 심사가 실질적
으로 종료된 다른 발명(예컨대, 카테고리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 발명)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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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발명을 정하는 것은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항의 순서와는
관련 없이 정할 수 있다.

(b) 구체적인 단일성 심사 진행 방법의 예시
발명의 단일성 판단은 우선 독립항에 대해서 고려하며,독립항이 선행기술을
피하여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면 그 독립항에 종속하는 청구항과 관련하여서
는 단일성의 결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그러나,독립항이 선행기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하는 모든 청구항 간에 발명적 연관관계가 존재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 깊게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판단방법은 PCT 가이
5
2
3
) 이와 같은 사항을 심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드라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522) 발명의 「한정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경우란, 해당 발명의 한정 사항에 다른 구성요소를 더 부가한 경우 뿐 아
니라, 해당 발명의 한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 개념화한 경우 및 해당 발명의 수치 한정 사항을 더욱 한정
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
523) PCT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 (as in force
from March 25, 2004)
10.06 Unity of invention has to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only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t
claim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not the dependent claims. By “dependent” claim is meant a
claim which contains all the features of one or more other claims and contains a reference,
preferably at the beginning, to the other claim or claims and then states the additional features
claimed (Rule 6.4). ...
10.07 If the independent claims avoid the prior art and satisfy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no problem of lack of unity arises in respect of any claims that depend on the independent claims.
In particular, it does not matter if a dependent claim itself contains a further invention. For example,
suppose claim 1 claims a turbine rotor blade shaped in a specified manner, while claim 2 is for a
“turbine rotor blade as claimed in claim 1” and produced from alloy Z. Then no objection under Rule
13 arises either because alloy Z was new and its composition was not obvious and thus the alloy
itself already contains the essential features of an independent possibly later patentable invention, or
because, although alloy Z was not new, its application in respect of turbine rotor blades was not
obvious, and thus represents an independent invention in conjunction with turbine rotor blades. As
another example, suppose that the main claim defines a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a product A
starting from a product B and the second claim reads: “Process according to claim 1 characterized
by producing B by a reaction using the product C.” In this case, too, no objection arises under Rule
13.1, whether or not the process for preparation of B from C is novel and inventive, since claim 2
contains all the features of claim 1. The subject matter of claim 2 therefore falls within claim 1.
Equally, no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a genus/species situation where the genus claim avoids
the prior art and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Moreover, no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a combination/subcombination situation where the subcombination claim avoids the prior art
and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and the combination claim includes all the
features of the subcombination.
10.08 If, however, an independent claim does not avoid the prior art, then the question whether there
is still an inventive link between all the claims dependent on that claim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f there is no link remaining, an objection of lack of unity a posteriori (that is, arising
only after assessment of the prior art) may be raised. Similar considerations apply in the case of a
genus/species or combination/subcombination situation. This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unity of
invention exists is intended to be applied eve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ternational search.
Where a search of the prior art is made, an initial determination of unity of inven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laims avoid the prior art, may be re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earch of the prior art.
10.09 Alternative forms of an invention may be claimed either in a plurality of independent claim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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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함으로써 단일성 심사 진행방법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
다.

[단일성 심사 진행 방법의 예시]
예1:
【청구항 1】 특징 A를 가지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특징 B가 부가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특징 C가 부가된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특징 D가 부가된 디스플레이 장치.
본 예에서,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
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심사관은 위 ②에 따라 청구항 1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
항들 중 가장 번호가 빠른 청구항인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후, 청구항 1∼2에 따른 발명에 대해 제1발명으로 하여 심사 대상으로 하
여 청구항 1∼2에 따른 발명에 관한 심사 결과와 함께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이 때, 심사관은 청구항 2에 따른 발명 대신에 청구항 3에 따른 발명
또는 청구항 4에 따른 발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해서는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예2:
【청구항 1】 혼합실로 연료의 고른 주입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혼합실내로 접선방향
의 연료 유입구를 갖는 연료 버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유입구는 상기 혼합실로의 연료 주입이 원
활하도록 상기 혼합실을 향해 부피가 점차 증가하도록 형성된 연료 버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유입구는 연료와의 마찰이 적도록 내부 표
면에 코팅층을 갖는 연료 버너.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기 혼합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
호 하우징B를 더 포함하는 연료 버너.
본 예에서,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
in a single claim (but see paragraph 5.18). In the latter case, the presence of the independent
alternatives may not be immediately apparent. In either case, however, the same criteria are applied
in deciding whether or not there is unity of invention, and lack of unity of invention may then also
exist within a single claim. Where the claim contains distinct embodiments that are not linked by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the objection as to lack of unity of invention is raised. Rule 13.3
does not prevent an Authority from objecting to alternatives being contained within a single claim on
the basis of considerations such as clarity, the conciseness of claims or the claims fee system
applicable in that Authority.
10.10 Objection of lack of unity of invention does not normally arise if the combination of a number
of individual elements is claimed in a single claim (as opposed to distinct embodiments as discussed
in the paragraph immediately above), even if these elements seem unrelated when considered
individually (see paragraph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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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②에 따라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한정 사항인 연료 유입구의 특정 형상은 해결하고자 하
는 구체적인 과제가 혼합실로의 연료 주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위 ④의 기준에 의해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경우에
는, 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에 따른 발명(발명 a), 및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의 한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3 및 4에 따른 발명(발명 b)을
모두 제1발명으로 정하며, 이 제1발명에 대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묻지 않고 심사 대
상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②에 따라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
를 판단한다. 청구항 3에 추가된 「코팅층」으로부터 파악되는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인 과제는 연료와의 마찰이 적도록 하는 것으로 이도 역시 혼합실로의 연료 주입을 원활
하게 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 따라서 위 ④의 기준에 의해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
의 유무를 판단한 후, 그때까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3에 따
른 발명에 대해 제1발명으로 하여 심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는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 중 다른 청구항인 청구
항 4에 따른 발명은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구항 1∼3에 따른 발명에 관한 심사 결
과와 함께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이 때, 심사관은 청구항 3
에 따른 발명과 청구항 4에 따른 발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청
구항에 대해서는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예 3 :
【청구항 1】 승강 기구를 구비한 의자
【청구항 2】 기계적 나사로 된 승강 기구를 구비한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따른 의자에 구동 수단이 더 구비된 운송 수단
본 예에서, 청구항 1 및 2에 따른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
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청구항1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위 ②에
따라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의 한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기계적 나사」
는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승강 기구」를 하위 개념화한 것으로 기술
적 특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 ④의 기준에 의해 청구항 2에 따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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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다. 본 예에서는, 청구항 2에 따른 발명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으므로, 위 ②에 따라 청구항 2의 발명의 특정 사항을 모
두 포함한 청구항 3으로 순서를 진행시킨다.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에 추가된 「구동 수
단」은, 청구항 2에 따른 발명과 관련성이 낮은 기술적 특징이고, 또한 해당 기술적 특
징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청구항 2에 따른 발명이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청구항 3에 따른 발명은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적 특징의 유무를 판단한 청구항 1 및 2에 따른 각
발명에 관한 심사 결과와 함께 발명의 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한편,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 판단에서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5
2
4
) 단순히 기술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게 유리하도록 판단하여야 하며,

선행기술 검색을 어느 특정 기술분류로 제한할 목적으로 단일성 결여의 거절을 제
5
2
5
)
기하여서는 안 된다.

2. 발명의 단일성을 결여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실무
(1) 단일성 위반만의 거절이유 통지
1군의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 2 이상의 발명에 대해 1특허출원으로 했을 때,
심사관은 발명의 단일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이 때,단일성
위반만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만일 심사관이
단일성 위반만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출원인은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
지 않은 2이상의 발명 중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4) PCT GUIDELINES
10.04 Although lack of unity of invention should certainly be raised in clear cases, it should neither
be raised nor persisted in on the basis of a narrow, literal or academic approach. There should be a
broad, practical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nterdependence of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state of the art as revealed by the international search 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6), by any additional document considered to be relevant. If the common matter of the
independent claims is well known and the remaining subject matter of each claim differs from that
of the others without there being any unifying novel inventive concept common to all, then clearly
there is lack of unity of invention. If,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that appears novel and involves inventive step, then objection of lack of unity does not arise. For
determining the action to be taken by the examiner between these two extremes, rigid rules cannot
be given and each case is considered on its merits, the benefit of any doubt being given to the
applicant.
525) PCT GUIDELINES
10.05 From the preceding paragraphs it is clear that the decision with respect to unity of invention
rests with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r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However, the Authority should not raise objection of lack of unity of invention merely because the
inventions claimed are classified in separate classification groups or merely for the purpose of
restricting the international search to certain classific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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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한정요구제도를 통해 실체심사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실체심
사를 받을 발명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며,이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인이 선택한 발
명에 대해서만 서치 및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 법은 단일성 판단의 요건을 PCT와 같이 선험적 판단 뿐 아니라,
선행기술을 고려한 후험적 판단까지도 모두 고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심사대상
의 제1발명에 대해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미리 어느 정도 하게 된다.따라서 미
국과 같이 단일성 결여만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일단 위 판단 대상의 선정에서와 같이 심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이 심사 대상에 대
한 거절이유까지 함께 통지토록 함이 심사의 효율상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실무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 판단기준에 대하여 PCT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일
본이나 EPO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다만,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검토하여 선험적으로 보아 발명의 단
일성이 결여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전이라도 1특허출원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하도록 하고,신규성 및 진보
성 판단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2차 거절이유통지에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지침서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으
5
26
) 실무상 심사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융통성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P
며,
CT

가이드라인에서도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검토하기 전에 선험적으로 단일성
5
2
7
)
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 시사점
단일성 요건에 대해 선험적 판단 뿐 아니라 선행기술을 고려한 후험적 판단
까지도 모두 고려토록 하고 있는 PCT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원칙적으
로 단일성 결여만을 이유로 거절을 통지하는 것보다는 이미 심사가 이루어진 청구
5
2
8
)
항에 대한 (
가령 있다면)실체심사 거절이유도 함께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6) 심사지침서 5208면
②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출원의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특허법 제45조 위반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출원이 분할된 후 출원 각각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거나, 선행기술조사결과 발견된 거절이유와 특허법 제45조 위반의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지
한다.
527) PCT GUIDELINES
10.03 Lack of unity of invention may be directly evident “a priori,” that is, before considering the
claims in relation to any prior art, or may only become apparent “a posteriori,” that is, after taking
the prior art into consideration. For example, independent claims to A + X, A + Y, X + Y can be
said to lack unity a priori as there is no subject matter common to all claims. In the case of
independent claims to A + X and A + Y, unity of invention is present a priori as A is common to
both claims. However, if it can be established that A is known, there is lack of unity a posteriori,
since A (be it a single feature or a group of features) is not a technical feature that defines a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528) 단일성 요건에 대해 선험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단일성 요건 위배에 대한 거절을
통지한 다음 출원인이 심사대상으로 선택한 청구항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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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선험적으로 보아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1
특허출원
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심사절차
상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3. 보정으로 기술적 특징이 변경된 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출원의 단일성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일부의 청구항만에 대하여 특허요건 등
의 심사를 한 다음 심사대상 청구항에 대한 진보성 결여와 함께 단일성 요건 위반
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데,출원인이 보정을 하면서 그 심사대상 청구항
을 삭제하는 한편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대응한 경우에,
그 보정으로 인하여 당해 거절이유(
단일성 위반을 포함)
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경우에 심사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다시 말
하면,단일성 요건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보정된 특허청구범위가 심사
관이 애초에 심사하였던 특허청구범위에 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그 보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즉,최초 출원시의 제1군 내지 제3
군의 청구항에 대한 심사결과 제1군에 대해서 인용문헌1에 의해 진보성이 없음을
통지하고,제2군 및 제3군에 대해서는 단일성 결여를 통지한 경우,이에 대해 출원
인이 제1군 및 제3
군을 삭제 보정하여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여 대응했
고,심사관이 다시 심사한 결과 제2군의 청구항에 대해 인용문헌2에 의해 진보성
없음을 통지해야 할 경우 이를 최초 혹은 최후거절이유통지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출원인

[
최초 명세서]
청구항 1~1
0(
제1군)
청구항 11
~20(
제2
군)
청구항 21
~30(
제3
군)
[
제1
회 보정 후의 명세서]
청구항 110삭제
청구항 11
~20(
유지)
청구항 21
~30삭제
[
제2
회 보정 후의 명세서]
청구항 1~3
0삭제
청구항 31
~40(
신설)
[
=최초 청구항 21
~30
]

특허청

⇨ [
제1차(
최초)거절이유통지]
․1~1
0항 발명의 진보성 없음(
인용문헌1)
․11
~30
항은 단일성 결여

⇨ [
제2차 거절이유통지]
․11
~20
항 발명의 진보성 없음(
인용문헌2
)

⇨ [
제3차 거절이유통지]
․31
~40
항 발명의 진보성 없음(
인용문헌3
)

PCT 기준을 채택하는 실무에는 미국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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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만일 제2차 거절이유통지를 최초 거절이유통지로 볼 경우,출원인이 제
2군 청구항마저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했던 제3군의 청구항을 신설하여 대응했고,
심사관이 다시 심사한 결과 제3군의 청구항에 대해 인용문헌3에 의해 진보성 없음
을 통지해야 할 경우 이를 최초 혹은 최후거절이유통지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1) 일본 심사 실무
일본의 경우,최초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이후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 전 발
명과 보정 후 발명 간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성립하여야 한다(
특허법 §17
의2④)
.이
로 인해 일단 심사가 이루어져 심사대상 청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정은 오로지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보정전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발명 중 거절이유통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된 발명과 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된 발명이,동일 또는 대응
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음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
52
9
)
게 보정될 경우,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EPO 심사 실무
EPO의 경우에도 보정으로 인하여 그 보정된 청구항이 심사대상으로 되었던
청구항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징과 관련하게 되면 그 보정은 허
5
3
0
) 따라서 청구항을 보정하면서 단일성이 없는 청구항의 다른 기술
용되지 않는다.

적 특징을 포함하게 되면 그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현행 우리법의 해석에 따른 심사절차 정립방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위 일본 및 EPO와 같이 심사관이 최초 심사한 심사 대
상을 벗어나 심사되지 않았던 것을 심사대상이 되도록 보정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또한,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위 예에서와 같은 제1회 및
제2회째의 보정에 대하여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해야 하는지,혹은 최후 거절이유통
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a) 제2차 거절이유통지의 형식
다만,구 심사기준에서는,위 예에서 제2차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최후거절
이유통지를 한다고 한 바 있었다.이는 보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한 청구항에 대해
새로이 심사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고,제1회의 보정에서 비록 제2군 청구항이
형식적으로는 보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청구항의 보정(
제1
군 및 제3군 청구
항의 삭제 보정)
에 의하여 그 청구항이 보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심사
되지 않은 청구항에 포함된 거절이유는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로
529) 일본 심사기준 Ⅲ-Ⅱ-4
530) EPC Rule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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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취급하여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무리가 있다.즉,단일성 결여를 이
유로 심사되지 않은 제2군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정이 없었고,제2군
의 청구항에 대한 진보성 거절이유는 출원 시부터 있었던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되
므로,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보정 후의 발명이 특허법 제
47조의 보정요건을 만족하는 한,보정된 발명이 최초 출원 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단일성 심사도 다시 해야 한다.따라서 적법한 보정의 경우,단일성 결
여로 심사되지 않은 제2군 청구항은 최초 출원 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단일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이에 대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
하다.뿐만 아니라,우리 심사청구료의 체계가 최초에 모든 청구항 수에 대응되도록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구 심사기준에서의 논리와 같이 단일성 결여로 심사되지 않
았던 제2군의 청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는 것이 보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한 청
구항에 대해 새로이 심사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 및 현행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위 예에서 제2차
거절이유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b) 제3차 거절이유통지의 형식
그런데,문제는 이러한 제2차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출원인의 제2회 보정으
로 삭제된 제3군 청구항이 다시 신설되는 경우이다.먼저,이 경우를 청구항의 신설
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정에 따른 청구항의 신설 여부는 보정전 청구항과 보정후 청구항을 대비하
여 판단하는 것으로,위 예에서와 같이 이전에 삭제되었던 제3군 청구항을 새로 청
구범위에 다시 넣는 것은,비록 제3
군의 클레임이 최초 출원에는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이러한 보정이 단순히 청구항 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실제로 제2회째의 보정 시에는 청구항의 신설과 동일하게 심사청구료를 다시
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항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렇게 제
2회째의 보정에 의해 추가된 제3군 청구항을 신설된 청구항으로 볼 경우,이에 대
해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통지를 할 때에는,보정에 의해 발생된 거절이유로 보아
5
32
)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게 된다.

531) 심사기준 2006년 추록
532) 심사기준 5251-52p
*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예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내에 제출한 보정에 의
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① 최초거절이유통지 이후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② 보정식별항목(보정항목)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중략)
b. 신설 또는 변경된 청구항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청구항을 보정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청구항의 발명에 대하
여도 최초거절이유통지시 인용한 동일 인용발명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관련 최초거절이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정한다. 단, 해당 청구항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은 청구항
의 발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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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최초) 거절통지

※ 현행 특허법상 하나의 출원에 단일성이 없는
둘 이상의 발명이 함께 특허청구범위에 존재하는
것은 금하고 있지만(법 제36조),
※ 당해 출원에서 심사대상이 되었던 하나의 발명
에 비하여 그와 단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청
구범위를 재작성하여 청구하는 식으로 보정하는
것은 금하고 있지 않으며, 그 보정은 적법한 것으
로 인정됨.

제1군(1-10): 진보성 없음(Ref.1)
제2,3군(11-30): 단일성 결여
⇧

⇩

최초 출원서

제1회 보정 명세서

청구항 1~10 (제1군)
청구항 11~20 (제2군)
청구항 21~30 (제3군)

1~10. 삭제
11~20. 유지
21~30. 삭제
⇩

적법한 보정으로,
제1차 거절이유 모두 해소
⇩

제2차 거절통지
11~20: 진보성 없음(Ref.2)

제2차 거절통지는 “최초”로

⇩

❈ 현행법상 제1 및 2회의 보정
은 적법하며, 특허청은 보정된
명세서(청구범위)에 대해 특허
요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함.

제2회 보정 명세서
(1~10. 삭제)
(21~30. 삭제)
11~20. 삭제
31~40. 신설(= 최초 21~30)
⇩

❈ 제2회 보정으로 청구항 31-40은 ‘신
설’에 해당하므로 신설된 청구항에 거
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3차 거절은 “최
후”거절통지로 할 수 있음.
(심사기준 5252p).

적법한 보정으로,
제2차 거절이유 모두 해소
⇩

제3차 거절통지는 “최후”로

제3차 거절통지
31~40: 진보성 없음(Ref.3)

현행 심사지침서에는 위 사례의 제3차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하여야 하는지
최후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절차상
모호함을 야기하고 있는 바,이와 같은 절차를 심사지침서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예에서 제3차 거절이유통지를 최후거절이유통지로 볼 경우 심사관,출
원인,대리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심사관의 입장에서 위 예에서와 같이 출원인이 순차로 보정해 올 경우
심사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2차 거절이유통지에 대
하여는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밖에 없으나,제3차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최
후거절이유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다.
둘째,출원인의 입장에서 특허법 제45조의 1
특허출원의 범위를 이용하여 2이
․ 보정에 의해 신설된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 그러나 신설된 청구항과 보
정 전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최초거절이유통지시 인용한
동일 인용발명으로 최초거절이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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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위 예에서와 같이 적어
도 3그룹의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상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최초 출원 시부터 이들을 분할하여
별도로 출원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미리 분할출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즉,출원인
은,만일 제1차 또는 제2차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제3군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
을 했다면,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분할출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3군의 발명에 대한 최초 진보성 관련 심사 결과를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통해 받게 됨으로써 보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
여야 할 것이다.
셋째,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제3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보정으로 다시 심사대상
이 되도록 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출원인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다 명료히 제시할 수 있게
된다.

(4) 일본법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고려사항
한편,위 예에서 제2차 거절이유통지의 경우에 심사관의 입장에서 제1군 발명
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2
군 발명에 대해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결과로 된다.일본
특허법에서는 출원인이 보정에 의해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변경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본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이와 같은 입법론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즉,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된 발명
에 관한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항 수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였기 때
문에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심사실무는 현행 우리법상 수수료 체계에 비추어 고려
5
3
3) 즉,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단일성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되어야 한다.

은 하나의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검색‧심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심사진행
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바,출원에 대한 심사부담과 그에 대한 수수료의 적
정성의 측면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법의 단일성 판단기준은 PCT 규정에서 유래하지만,PCT의 수수료 체계
는 출원 1건 단위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청의 수수료 체계는 청구항
53
4
)따라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에 P
수에 비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CT 절

533) 극단적으로 청구항 100항으로 출원하였는데 제1발명으로 10항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90항에 대해 단일성
결여로 거절된 경우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90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를 손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34) PCT 국제출원에 대한 수수료는 출원 1건 단위로 산정되고, 한국 출원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료에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로 산정된다. 한국 특허청의 경우,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료(한국어)는 450,000원,
국제예비심사료는 450,000원(취급료 제외)으로 합계 900,000원이며, 한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청
구항 1항당 가산료가 40,000원(기본료 제외)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 비교하면, 국제조사료와 국제예비심사
료의 합계액 900,000원은 청구항 22.5항에 대한 심사청구료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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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와 같이 추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할 만한 필연성은 낮으며,오히려
기존에 납부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수수료”
5
3
5)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는 특허청의 공적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납부되는 것인 데,

그에 대한 아무런 공적업무도 없다면,그리고 그 부분의 수수료가 반환도 되지 않
는다면,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편,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조사에서 단일성 결여의 지적을 받은 경
우 한국 특허청으로 국내단계에 진입하면서 단일성 위반의 청구항을 삭제하고 동시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한국 특허청으로 직접 출원하게 되면 모든 청구
항에 대해 심사청구료를 납부한 다음 단일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받고 그 결과 단일
성 위반의 청구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출원인은 심사청구료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그렇다면,한국 특허청의 출원인이 PCT 국내단계 출원인
에 비하여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결과로 된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의 현행법 및 심사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 시사점
우리법의 단일성 판단기준은 PCT 규정에서 유래하지만 우리법의 수수료 체계
로 볼 때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단일성 요건의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
최초 심사대상이 되었던 제1의 청구항과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갖는 제2
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당해 출원에서 추가의 심사청구료 없이 최초의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오히려,일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 체계가
PCT에서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을 간과한 채 너무 형식적으로 PCT 기준을 엄격하
게 적용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절차상‧비용상 부담을 안기는 제도로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535) “⌜수수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공적 업무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특정 개인으로부터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Ⅰ, 2010년, 8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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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지식기반 경제로의 경제체제 변화와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시정책에 따라,최
근 전세계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였으며,한‧미‧일‧중‧유럽 등 5개국으로부터의
출원이 전 세계 출원의 약 80
%에 이르고 있다.이와 같은 특허출원의 급증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의 심사부담 및 심사적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이를 해소하
기 위한 5개국간 특허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이에 5개국 청장이 회
합하여 5개국 협력에 대해 논의한 이래 5개국간 본격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력 프
레임워크를 논의하였으며,그 결과 특허심사 관련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한 5개국
간 특허심사협력(
Wor
ks
har
i
ng)
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5개국간 심사
공조 추진을 위한 10대 기반과제의 추진에 합의하였고,국가간 2개 과제씩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5개국 협력체제의 출범은 기존의 개별국가가 독립적으로 심사업무
를 수행하던 것을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허심사 업
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전 세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표준화 논의
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I
P5국가의 법
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그 결과에 기초하여 심
사실무 통일화의 관점에서 우리청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I
P5국 심사절차 통일
화 방안,명세서 기재요건 및 1특허출원의 범위(
발명의 단일성)
”에 관한 세 주제를
다루었다.
제2장의 “I
P5국 심사절차 통일화 방안” 부분에서는 심사절차상 주요 항목에
대하여 I
P5국의 현행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PLT 및 SPLT(
안)
을 참조하여 심사절차
의 국제적 통일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우리 특허법은 최근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특허요건,공지예외적용 요건,명세서 기재요건,1특허출원의 범위,보정제도,거절
이유통지 규정,재심사청구제도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는 특허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허법조약(
PLT)
과 관련하여,특히 EPO와 미국에서 이미 적
용하고 있는 출원일 인정요건,권리회복요건 등은 우리 특허법제와 다른 점이 많이
있다.그러나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이므로,우리의 PLT 가입시기에
맞추어 그에 따른 법령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3장의 “명세서 기재요건”부분에서는,특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실
시가능 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2007
년 개정
법에서 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는 바,종전에 ‘
발명의 상세한 설명’사항에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발명 기술의 다양화·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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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따라 그와 같이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된 기재요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제4장의 “1특허출원의 범위”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의 법령이 PCT 규정에서
유래되었으며,미국을 제외한 제외국 또한 마찬가지임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단일성
판단기준으로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
s
pe
c
i
alt
e
c
hni
c
alf
e
at
ur
e
s
)
”이라는 요건을 다
같이 채용하고 있으며,그 구체적인 심사실무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단일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발명의 단일성 결여의 이유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지,단일성을 결여한
2 이상의 발명이 있을 때에 어떠한 발명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단일성
위반의 거절에 대응하여 보정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특징이 변경된 경우에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심사절차상의 문제는 각국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낸
다.이와 관련하여,타국의 제도 및 심사실무를 참조하여 현행 우리 특허법의 체계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 특허법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중에서 국제간 협력
내지 공조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가간 제도상‧실무상 차이점을 분석하고,글로벌
수준의 심사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고자,I
P5국 각국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비
교 분석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I
P5 국가의 법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심사실무 통일화의 관점에서 우리청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
하고 국제협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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