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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책자는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입니다.

2. 본 책자는 ’18년 5 ~ ’18년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 가능하면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법원의 판단경향을
심사⋅심판관 및 소송수행관의 다양한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이 책자에 기재된 작성자의 의견은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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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상표디자인 분야

1. 2017허8176 거절결정(상) 2018. 5. 18.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 의료분야 마케팅 상담업, 의료 관련 기업경영
지정상품

상담업,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업, 의료분야 사업경영/관리업, 의료
분야 광고 및 홍보업, 의료분야 마케팅업, 의료광고목적의 웹사이트상 공간
제공업, 의료분야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1-2015-53476호

2016원4530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 여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심결요지

’는 한글 문자 그대로인 ‘굿닥’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영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앞부분인
‘GU’는 ‘구’로 발음될 것이고 그 뒤의 ‘DOC’는 ‘독’ 또는 ‘닥’으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구독, 굿독, 굿닥’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서비스표가
‘굿닥’으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은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고 청감됨

❍ 특허법원(청구인용, 심결취소)
선등록서비스표 ‘

’의 경우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구독’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판결요지

것으로 보이고 ‘굳닥’ 또는 ‘굿닥’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가능성은 낮아서,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① 자음 + 모음1 + D + 모음2 + (자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 경우에
‘D’ 부분은 모음2에 대한 자음 역할을 하여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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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r [sú:dɔ:r] 수도,
sudoku [su:dóuku:] 수도쿠
kudos [ku:dɑ:s] 쿠다스
reduce [rɪdu:s] 리듀스

nodical [nɑdikəl] 나디컬
ludic [lu:dɪk] 루딕
rudiment [rú:dəmənt] 루더먼트

②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를 ‘굳닥’ 또는 ‘굿닥’으로 호칭한다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③ 선등록서비스표권자 김정웅은 서비스표와 같은 ‘

’영문자로

구성된 웹사이트(www.gudoc.com)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그
이름과 서비스의 명칭을 스스로 ‘구독’이라고 호칭하고 있음

◈ 원고 주장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① 외관이 서로 다르고, ② 대비되는 관념이
없거나 완전히 다르며, ③ 호칭 역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동종업계에
공존하더라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의료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등록서비스
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성질, 내용,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가 다르며, 거래실정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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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의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지정서비스
업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 피고 주장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외관이나 관념은 서로 다르기는 하나, 호칭
’은 한글 문자 그대로인 ‘굿닥’으로 호칭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

’은 영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앞부분 ‘GU’

또는 ‘GUD’는 ‘구’ 또는 ‘굳(굿)’ 으로 발음되므로 전체적으로 ‘구독’ 또는 ‘굳닥(굿닥)’ 정
도로 호칭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선등록서비스표를 ‘굳닥(굿
닥)’ 정도로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은 극히 유사하다.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에 포
함되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이 동일한
측면이 있어서 양 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에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각 지정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하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 ‘

’의 경우 ① 유사한 구성의 영문단어, ② 법원의 감

정촉탁에 의한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③ 선등록서비스표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검토
하여 ‘굳닥’ 또는 ‘굿닥’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경우 일반
적으로 ‘구독’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서로 상이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하
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호칭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한글 문자 그대로인 ‘굿닥’으로 호
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영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앞부분인 ‘GU’는 ‘구’로
발음될 것이고 그 뒤의 ‘DOC’는 ‘독’ 또는 ‘닥’으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구독, 굿
독, 굿닥’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서비스표가 ‘굿닥’으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
은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고 청감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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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굿닥’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
표 ‘

’은 ‘구닥’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자들의 언어습관이

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이 비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등록서비스표가 반드
시 ‘구닥‘ 만으로 호칭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관
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를 ‘구독, 굿독, 굿닥’
등으로 호칭한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며, 설령 양 표장이 ‘굿닥’과 ‘구닥’으로 서로
다르게 호칭된다 하더라도 그 청감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
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굿닥’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구
독’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서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설령 선등록서비스표가 ‘구
닥’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서비스표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 서비스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서비
스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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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허1783 거절결정(상) 2018. 5. 3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품류 구분 제01류의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제03류의 세탁용 세제,
제05류의 공기탈취제, 제16류의 종이제 수건 등
출원상표

심판번호

제40-2015-58774호

2016원468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지구 친화적

인 상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정상품 관련 성질(원재료, 품질, 효능 등)표시

심결요지

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판결요지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
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서 그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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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구 친화적인 제품” 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지정상품
의 성질을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의해 오랜 기간 널
리 사용되어 온 결과 원고의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EARTH FRIENDLY PRODUCTS’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요자 간에 위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되어 이 사건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
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
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
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
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
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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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
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
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는 ‘지구, 땅’ 등의 의미

이 사건 출원상표 ‘

가 있는 영문자 ‘EARTH’, ‘친화적인, (행동이) 친절한’ 등의 뜻인 ‘FRIENDLY’ 및
‘상품, 제품’ 등의 뜻을 지닌 ‘PRODUCTS’(네이버 영어사전 참조) 등 세 개의 단어가
일렬(一列)로 병기된 표장으로서, 표장 전체적으로 사전상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
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로서 ‘지구
친화적인 상품’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구의 친절한 제품, 지구의 친한
제품’ 정도로만 직감될 것이고, ‘지구 친화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EARTH’와 ‘FRIENDLY’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야 하며, 설령 ‘지구 친화적인 제
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 단계의 사고나 유추의 과정을 더 거쳐서야 비로소 ‘지구환경 친
화적 제품’이라는 의미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충분한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진 상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RIENDLY’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친절한, 친
한’ 등의 사전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위 단어가 언제나 ‘친절한, 친한’으로만 인식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화학용 제제 및 컴퓨터 제품 등의 거래업계에서 위
단어가

‘환경

친화적인’의

의미로

‘Eco-friendly’,

‘사용자

친화적’의

의미로

‘User-friendly’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업
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쉽게 ‘지구 친화적인 상품’ 등으
로 직감된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EARTH’와
‘FRIENDLY’ 사이에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사전
이나 IT용어사전에서 하이픈이 없이 ‘User friendly’ 사용하고 있는 점(인터넷 네이버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꼭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야만 ‘지구 친화적
인 상품’으로 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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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고,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
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누구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 곤란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거절이유 등 그 밖의 요건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심결에는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경
우 종전 거절결정의 이유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
리 식별력 흠결이라는 새로운 거절이유통지를 함으로써, 심사 및 심판과정에서 원고
가 두 번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하였고, 최초 거절이유와 관련된 선등록상표들에 대
하여 취소심판까지 청구하면서 그 거절이유를 극복하려 한 원고의 노력을 무의미하
게 만들었으며, 식별력 흠결의 새로운 거절이유와 관련된 일부 상품을 삭제 보정함
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이 사건 심결은 절차
적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
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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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그 구성 단어들

의 의미상 ‘지구와 친한 제품', ‘지구에 친절한 제품'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심결과 같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어법적으로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며, 설령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직감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
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아니고, 원고
가 지난 50년 이상 사용해온 결과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절차상 위법 여부
원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
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의 이유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이
와 달리 식별력 흠결이라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에는 그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23조 제2항은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
견한 경우에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
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
3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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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의 이유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만 절차적 위법사유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칙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
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
후1140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
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
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
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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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
295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의 세 개의 단어가 병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
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
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
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게다가 을 제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
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군인 ‘세제’, ‘샴푸’, ‘세탁제’, ‘플라스틱 제
품’ 등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다
수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해석, 관념
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
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
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그

구성 단어들 중 ‘FRIENDLY'가 하이픈(-)에 의해 앞에 오는 ‘EARTH'와 결합되어 복
합 형용사로 쓰이지 않는 이상 ‘지구 친화적인 제품’과 같은 의미가 도출될 수 없고,
이러한 어법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어지식을 요하는 어려운 내용으로서 일반 수요자
들이 쉽게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EARTH'는 ‘환경’의 의미도 아니므로, 전체적
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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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구성 단어들로부터 직감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기보다 구
성 단어들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2차적 관념에 불과할 뿐만 아니
라 매우 추상적인 의미로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RIENDLY’
는 “(흔히 합성 형용사에서) …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FRIENDLY'는
“지구(환경)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 FRIENDLY'는 “지구에 친화적인,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음 영어사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FRIENDLY’가 ‘ … 친화적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흔히’ 합성 형용사
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복합(합
성)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만 ‘ …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이픈(-) 없이 사용되더라도 ‘ …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
가 ‘EARTH-FRIENDLY' 및 ‘EARTH FRIENDLY' 양자 모두 ‘환경’의 의미를 포함하
는 ‘지구(환경)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전체

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어법상 올바르고도 자연
스러운 해석이고, 이와 같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의미로 관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
이제 수건’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
환경 제품’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구성이 유사한 상표들이 국내에 다수 등
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
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
후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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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미국에서 1967년 창업한 이래 50년 이상 약 200개 제품에 대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해 왔고,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계열
사인 ‘Earth Friendly Products'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국내에도 2011
년부터 상당량의 원고 제품을 수출해오고 있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상표
로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식별력을 갖춘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본래적 식별력이 없거
나 미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혹시 원고 주장의 인지도가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이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로 당초 없거나 미약했던 본래적 식별력이 다시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상표 사용이 그 상표의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은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취
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
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품질․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강도, 상
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
는 점(특허법원 2016. 8. 19. 선고 2016허250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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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서 그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으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3. 2018허2786 거절결정(상) 2018. 10. 26.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
상표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료용 진단영상장치 -

지정상품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 namely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1247363호

2015원4956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심결요지

‘ATLAS’와 선등록상표들의 1요부인 ‘

)의 1요부인
‘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모두 의료용품으로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
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한다.
❍ 특허법원(심결취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들의 다른 등록상표들과 마찬가지로 ‘NEUROFORM’
시리즈 상품의 서브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수요자들에게는 ‘NEUROFORM’ 부분이 상대적

판결요지

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아야하고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ATLAS'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
럽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텐트 및 스텐트
운반시스템’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
(MRI)’는 그 용도 및 기능, 형상과 크기, 가격, 수요자 등이 상이하여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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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단부의 ‘NEUROFORM’과 후단부의 ‘ATLAS’ 사이에 미세한 간격
이 존재할 뿐 거의 일체에 가깝게 결합되어 있어 항상 전체로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을뿐
더러, 설사 분리되어 관찰된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 관행 상 더 쉽게 인식되는 전단부의
‘NEUROFORM’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등록상표의 표장과는 외관,
칭호가 비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그
구체적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과 판매부분이 서로 다르고, 실제 사용 태양, 그 수
요자의 전문가로서의 지식 정도, 각 지정상품이 고가에 해당 한다는 점 등의 사정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등 그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주요부인 영
문 ‘ATLAS’의 호칭이 ‘아틀라스’로 동일하고, 그 관념도 ‘지도책,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어깨에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거인’ 등으로 동일하므로, 그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
하며, 이 사건 지정상품인 ‘의료용 스텐트’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기공명 단층촬
영장치(MRI)와 같은 영상의료기기 및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와는 기본적인 용도 및 속성
과 생산, 판매 및 수요자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과의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
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
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
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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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
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표장 유사 여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는 두 단어

사이의 간격이 좁으나 띄어쓰기 되어 있고 한번에 호칭하기에는 다소 긴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 기재된 조어인 ‘NEWROFOMRM’만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뒤
단어인 ‘ATLAS’가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A
TLAS’만으로도 호칭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고, 선등록상표1(
및 선등록상표2(

)

)에 있어 ‘SPEEDER’ 및 ‘VANTAGE’는 속

도를 내는 사람, 우세 등의 뜻으로 식별력이 다소 약하여 ‘ATLAS’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선등록상표3(

)은 3단어로 구성되었으

나 가운데 단어인 ‘VANTAGE’는 위의 뜻으로 식별력이 다소 약한 점을 고려하면
앞에 기재된 ‘EXCELART’에 의하여 ‘엑셀러트’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으나 ‘ATLAS’
가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ATLAS’만
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요부인 ‘ATLAS’로 관념하고 호칭할시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 ‘medical stents and medical stent deliv
ery systems(의료용 스텐트 및 의료용 스텐트 이동시스템)'은 혈액이나 체액의 흐름
을 정상화 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원통형의 튜브형상이며 개당 150만원 정도하고
주 사용자는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업계 종사자이고 이와 저촉되는 선등록상표들
의 지정상품인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는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커다란 코일 모양에 환자가 누울 수 있는 판 형상으로 구성되었고 개당 25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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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의 고가이며 건강검진센터, 종합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양 지정상품은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형상 및 가격은 차이가 있
어 보이나, 그러나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서 다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검사 및 수술을 시
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기구가 각 분
야의 전문의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대형병원 등에서 의료기구를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양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중복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양 지정상품은 형상과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자 및 수요부분 등이 중
복되고, 최근 거래의 실정상 생산 및 판매․유통부분이 일치해 나아가는 경향도 있어
서 검사 및 수술과 관련된 의료기기의 거래실정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
로, 양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
사하다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강한 전단부분인 ‘NEUROFORM’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혈관에 삽입되는 치료용 기계기구인 ‘의료용 스텐트 및 의료
용 스텐트 이동시스템’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는 그
품질, 형상, 용도 등이 달라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호칭되기 보다는 ‘NEUROFORM’
또는 ‘ATLAS'로 분리하여 호칭될 수 있는데 ‘ATLAS' 부분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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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고, 선등록상표들도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ATLAS' 부분으로 호칭
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각 지정상품들은 형상, 용도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용도 및 속성과 생산, 판매 및 수요자 측면에서 유사하여 오인․혼동
의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
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
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
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
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22호증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이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 의료용 스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NEUROFORM’,
‘NEUROFORM ATLAS’, ‘NEUROFORM3’, ‘NEUROFORM EZ’ 등 ‘NEUROFORM’
시리즈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사실, 2005. 1. 18. ‘Neuroform2’ 및 ‘Neuroform3’ 제품에
대하여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Neuroform
EZ’, ‘Neuroform’ 등 ‘Neuroform’ 시리즈 제품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Neuroform3’ 제품이 약 4,882개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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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 ‘Neuroform’ 제품의 아시아 지역 스텐트 시장점유율은 2017년 및 2018년경
약 10%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는 ‘ATLAS' 부분이 아
닌 ‘NEUROFORM’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적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인 ‘NEUROFORM’과 지
도책, 그리스신화의 아틀라스 등의 뜻을 가진 ‘ATLAS'가 띄어쓰기에 의하여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각 구성부분들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
가 7음절로 비교적 긴 음절에 해당하여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의료용 스텐트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
하는 업체로서 위 상품의 브랜드로 ‘NEUROFORM’을 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표장의 주요 구성으로 하여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갑 제22호증),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들의 다른 등록상표들과 마찬가지로 ‘NEUROFORM’ 시리즈
상품의 서브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
련해서 수요자들에게는 ‘NEUROFORM’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들의 등록상표 중 ‘NEUROFORM’ 부분 이외에 ‘ATLAS'나 그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TLAS' 부분이 ‘NEUROFORM’
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ATLAS'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NEUROFORM’과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면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뉴로폼’이라 호칭되는 반면, 선등
록상표1은 ‘아틀라스 스피더’, 선등록상표2는 ‘빈티지 아틀라스’, 선등록상표3은 ‘엑
셀라트 빈티지 아틀라스’라고 각 호칭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
칭 또한 비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NEUROFORM’은 사전상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기에 선등록상표들과 관념을 비교하기 어렵다.1)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
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편, 이 사건 심결과 같이 선등록상표들의 요부를 각 ‘ATLAS'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NEUROFORM’ 부분과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다는 점은 마찬가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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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
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
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
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
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유사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텐트 및 스텐트 운반시스템’은 혈관, 위
장관, 담도 등의 혈액이나 체액 흐름이 악성 혹은 양성 질환의 발생으로 순조롭지
못할 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삽입하여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용 재료와 이를 인체 내에서 운반하는 용도의 시스템이다.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Diago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 namely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는 보통 ‘MRI’라고 불
리는 의료 영상 진단 기기로 신체질환 유무, 질환의 종류 및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
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용도의 영상진단장치이다. 이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
정상품은 유사군코드 G110101 중 제3목의 치료용 기계기구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유사군코드 G110101 중 제1목의 검사 및 측정기구 또는 제8목의 의료용
방사선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 및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② 스텐트는 스테인레스 등 금속재질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아 생체에
흡수되는 재질의 제품으로, 그물과 같은 짜임의 원통형의 튜브 형상이며 지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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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10㎜에 길이 4㎝ 내지 12㎝ 정도의 제품이다. 또한, 스텐트 운반시스템은 스텐
트를 혈관, 담도 등 막힌 부위에 삽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스텐트 시술
을 마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혈관 등에 삽입하는 극히 가는 선 또는 튜브로서, 지름
약 2.7㎜, 길이 약 50㎝ 내지 180㎝의 제품이다.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
기공명 단층촬영장치는 커다란 코일 모양 안에 환자가 누울 수 있는 평평한 판 형상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치의 사용시 환자가 누운 판이 거대한 코일 안으로 들어가
게 되는 형상으로 개당 무게가 8톤 내지 48톤에 달하는 제품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그 크기, 형상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③ 스텐트 및 스텐트 운반 시스템은 개당 약 150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소모용 의료 재료이다. 반면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는 개당 약 25억원 내지 7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통상 리스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가격, 구입경로 등에서
도 차이가 있다.
④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심혈관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내․외과의
사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중․대형병원, 건강
검진센터, 영상의학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수요자가 상이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과와 영상의학과가 협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지
정상품의 기본 용도․속성이 유사하여 수요자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스텐트 시술 시 환자의 혈관 안에 조영제를 주사하여 엑스선에서 혈
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고, 이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협업하는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조영제 및 엑스선은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 촬영
결과를 판독하여 내․외과 전문의와 협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지정상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구매방식이나 사용기한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각 분야의 전문의가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스텐트 전문 제조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면,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의 경우 ‘필립스’, ‘GE’, ‘지멘스’ 등 소수의 회사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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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생산․판매2)하고 있어 양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자가 상이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근 의료기기 생산․판매업체에서 영상의료기기까지도
생산․판매하여 업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양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자가 유사하
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료 영상기기 생산
업체인 ㈜거승이 ‘카테터’를 개발하여 업종을 다각화하는 사실, 원고들 역시 수술
장비 등 다양한 의료기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
거승이 의료 영상기기의 생산업체라 하더라도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를 생산․판매
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수의 회사가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써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
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가 제출한 2018. 10. 18.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5.에 의하면 위 3개 회사가 전 세계
MRI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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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허4034 거절결정(상) 2018. 9. 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

지정상품

로모듈(Integrated circuit modules),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운영시스
템용 프로그램(Operating system programs) 등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상표

심판번호

제40-2016-20802호

2016원6758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는 CCTV 화면 전송방식 기술의 일종인

이 사건 출원상표 ‘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 등의

심결요지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성질(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HD-TVI’는 CCTV 거래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보다는 CCTV 화면 전송방식

판결요지

에 관한 다양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등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서 그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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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조어표장으로 “TVI”는

“Transport Video Interface”로 직감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
의 기술이 구현된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기존동축케이블 인프라를 이용해 HD급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명칭에 해당하는 제3자들의 상표들 “HDCVI”, “AHD”, “EX-SDI” 등
도 모두 등록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이 사건 출원상
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널
리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원고에게 독점시키
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오

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
품의 성질(지정상품의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
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
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판단
가.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
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
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
2후1140 판결,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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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
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
표 등과 같이 구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
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87 판결,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CCTV 화면 전송방식 기술의 일종인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고, CCTV 거래업계에서는 CCTV 카메라가 받은 영상 신호를 동축케이
블에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영상 화질과 전송거리에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하여, 고
화질의 영상을 기존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그대로 전송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고화질 전송과 관련된 여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
으며, CCTV 제조사들에 의해 이 사건 출원상표인 “HD-TVI” 이외에도 “HD-CVI,
AHD, EX-SDI” 등과 같은 다양한 고화질 영상전송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었고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거래 실정이 CCTV 영상전송
기술 정보를 다루는 보안 전문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 등에서 확인된다(청구인
제출 증거자료 제3호증 및 제4호증 참조).
따라서 CCTV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
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HD-TVI’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HD-TVI’ 고
화질 전송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인터커넥터”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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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HD-TVI”기술을 개발하였고, “HD-CVI, AHD, EX-SDI” 등이
각각의 제조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CTV 영상전송기술 관련 보안 전문지,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 등의 증거자료를 보면 실제 “HD-TV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하이크비전
(HIKVISION)”에 의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고, “HD-TVI”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로 인식되기 보다는 상품에 사용된 기술로 소개되고 있으며,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
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
표의 등록례, 심ㆍ판결례 등은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HD-TVI”는 지정상품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
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
(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
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거래 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여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
는 표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
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과 같은 지정상품
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기타 식별력을 인정
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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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조어상표로서, 원고는 2014년경
‘HD-TVI' 기술을 개발한 이래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상
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수요자들도 이를 원고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
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HD급 고화질 영상
을 전송하는 등의 기술의 명칭을 표장으로 한 ‘HDCVI', ‘AHD', ‘EX-SDI' 등의 상표
들도 모두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각의 개발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독점적
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러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원고가 개발한 ‘HD-TVI' 기술의 명칭인 이 사건 출원상표도 원고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그 독점적 등록․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공익에 반한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
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
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
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
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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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
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
후2951 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
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
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문자 ‘HD'와 ‘TVI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HD-TVI’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그런데 ‘HD-TVI’는 원고가 2012
년경 개발한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기술의 일종으로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영문자 약어이다(을 제1, 2호증).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
표의 표장 “

”는 전체적으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국어 번역인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
품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과의 관계에서는 그 기술내용, 품질, 효
능 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CCTV 거래업계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HD-TVI’ 이외에도
‘HD-CVI, AHD, EX-SDI’ 등과 같은 다양한 고화질 영상전송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다양한 개발자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이들 기술을 적용한 상품들이 다수
거래되고 있는데, ‘HD-TVI’ 등의 기술의 명칭은 위 상품들에 적용된 기술내용을 특
정하여 그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어떠한 특징, 효능, 품질을 가지는 것인지를 나타
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을 제3 내지 17호증). 즉,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HD-TVI’는 CCTV 거래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보다는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어 거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
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4. 11. 기준으로 CCTV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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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
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HD-TVI’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HD-TVI’ 고
화질 전송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인터커넥터” 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HD-TVI’는 지정상품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
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
(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
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
상품의 기술내용,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
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찬가지로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HD
급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기술의 명칭을 표장으로 한 ‘HDCVI', ‘AHD', ‘EXSDI' 등의 상표들도 모두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각의 개발자들에 의해 등
록되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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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년경 ‘HD-TVI' 기술을 개발한 이래 라이선싱 등을 통하
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수요자들도
원고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는 상표의 본래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
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혹시 원고 주장의 인지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는 것
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로 본래적 식별력이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원래 식별력이 없
거나 미약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
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
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품질․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강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특허법원
2016. 8. 19. 선고 2016허25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HD-TVI’는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술 중 하나로서 그 기술
이 적용된 상품의 특징, 효능, 품질 등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될 뿐 그 상품의 출처
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에서의 상표
사용이 그 상표의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와 함께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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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등
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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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허4355 거절결정(상) 2018. 9. 21.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네일에나멜(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매니큐어 건조제(nail polish drying solutions), 인조손톱 조각에 사용하는
지정상품

리퀴드/파우더(liquids and powders for sculpting artificial nails), 큐티클
로션(cuticle preparations, namely lotions), 손톱 강화제(nail strengtheners)
등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0-2015-83818호

2016원398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 여부

”는 선등록서비스표 “

□ 이 사건 출원상표 “

”의 요부인 “

“

”,

”와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함
’와 문자 ‘GS’ 및 ‘C&D’를 횡으로 배치하여

- 선등록서비스표는 도형 ‘
심결요지

구성된 것으로, 그 중 ‘C&D’ 부분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S’ 부분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모두 ‘C&D’
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음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

”는

모두 ‘씨앤디’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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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등록서비스표중의 “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강한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C&D”부분만으로 ‘씨앤디’ 또는 ‘씨앤
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선등록서비스표의 “

”과 관련하여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GS”

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한
다. ② 주식회사 지에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칼텍스, GS건설
등 총 7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자산총액 5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③ 주식회사 지에스는 아래 표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판결요지

-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함
-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GS” 부분은 저명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
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
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
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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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 선등록서비스표들의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로 그 식별력이 미약한 반
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GS” 부분은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D” 부분을 제외
하거나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 피고 주장
-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이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분리되거나 요부로 인식될
수 있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 ‘

’의 경우 “C&D”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양 표장은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
선등록서비스표 1은 “

”와 같이 영문자 ‘GS’와 ‘C&D’가 횡

으로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
같이 도형‘

”와

’와 문자 ‘GS’ 및 ‘C&D’를 횡으로 배치하여 구성된 것으로, 그

중 ‘C&D’ 부분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S’ 부분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선등록서비
스표들은 모두 ‘C&D’ 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요부인 ‘C&D’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
념에 의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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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문자의 구성 및 배치가 달라 전체적으
로 그 외관에서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인 ‘C&D’부분
과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모두 ‘씨앤디‘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자

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
이 서로 다르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인터넷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주로 광고하
므로 호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
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표장이 유사하다.
○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네일에나멜(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매니큐어(nail polish)’ 등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용품을 이용
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미려함을 제공하거나 화장과 미용에 관한 정보와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미용실업, 미용상담업, 화장상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화장품 및 네일 관련 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동일한 사업자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들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 또한
일치하므로 이들 상품과 서비스업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
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 선등록서비스표들의 분리관찰 여부
(1) 갑 제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
들 중 “C&D” 부분이 ‘Connect&Development’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
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일종의 개방형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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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방식(R&D)을 의미한다. ② LG생활건강, 콜마비앤에이치 등 기업들은 화장
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외부 개인․기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GS” 부분은 선
등록서비스표들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
지에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칼텍스, GS건설 등 총 7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자산총액 5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③ 주식회사 지
에스는 아래 표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서비스표권자

1

45-0026172

주식회사 지에스

2

41-0343367

주식회사 지에스

3

41-0120674

주식회사 지에스

4

41-0120675

주식회사 지에스

40-0628243

주식회사 지에스

41-0120676

주식회사 지에스

6

45-0013443

주식회사 지에스

7

45-0013470

주식회사 지에스

8

45-0013469

주식회사 지에스

5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 부분은 지
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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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GS” 부분은 저명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
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
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C&D” 부분인 ‘씨앤디’ 또는 ‘씨앤
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C&D” 부분이
“GS” 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C&D”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
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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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허4799 거절결정(상) 2018. 9. 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장게장 도매업, 간장게장 소매업, 간장게장

지정상품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소매
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등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서비스표

심판번호

제41-2015-51429호

2016원5769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

심결요지

‘

’는 선등록상표인

’, ‘

’, ‘

‘

’,
’

과는 식별력이 없는 ‘shopping’ 및 ‘쇼핑’을 제외한 주요부인 ‘漫畵’, ‘만화’,
‘万貨’, ‘MANHWA’ 와 관념 또는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지
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 4의 요부의 호칭 및

판결요지

관념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3의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
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표장이 유사하고 또한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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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는 ‘만화’로 호칭될 것이고 ‘1. 만화(漫畫):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2. 만화 (晩禾) : 늦벼(제철보다 늦게 여무는 벼), 3. 만화
(晩花) : 늦은 철에 피는 꽃’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인용 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만화쇼핑’으로 호칭되고, 전체적으로 ‘만화쇼핑’으로 관념되어
지는 등 양 서비스표는 표장의 칭호 및 관념이 비유사하고, 관련 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
게 ‘만화’ 표장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는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 주장
선등록서비스표 ‘

’, ‘

’ 등에서 ‘漫畵’, ‘만화’는 지정서

비스업의 품질 등을 직감하기 어려운 임의 선택적인 표장으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으
나, 이와 결합한 ‘SHOPPING’ 과 ‘쇼핑’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서비
스의 제공내용,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
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모두 ‘만화’로 호칭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요
부인 ‘漫畵’, ‘만화’, ‘MANHWA’의 주된 관념이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이야기 형식을 가
진 그림, 즉 만화(漫畵, comic, cartoon)로 인식되는 등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유사하므
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
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
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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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
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
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
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
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
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한 한글 ‘만화’

의 주위를 빨강, 주황, 파랑의 색채로 채색한 형태의 결합 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
비스표 1 “

”은 한자 ‘漫’(흩어질 만), ‘畵’(그림 화)와 영문자

‘SHOPPING’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 형태의 문자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
“

”은 한글 4자로 구성된 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3 “

”

은 한자 ‘万’(일만 만), ‘貨’(재물 화) 그리고 영문자 ‘SHOPPING’를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 형태의 문자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4 “

”은 영

문자 ‘MANHWA’와 ‘SHOPPING’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 형태의 문자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들은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의 구성 및 서체 등의 차이로 인해 외관
은 서로 비유사하다.
(나) 관념 및 칭호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만화’가 네이버 국어사전 상 ‘이야기 따위를 간
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ㆍ비판하는 그림’, ‘늦벼’, ‘온갖 꽃’, ‘제철이 지나서 늦게 피는 꽃’ 등의 의미를
가졌고, ‘만화’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1, 3, 4의 뒷부분 ‘SHOPPING’ 또
는 선등록서비스표 2의 뒷부분 ‘쇼핑’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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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기에 다른 서비스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앞부분의 ‘漫畵’, ‘만화’, ‘万貨’, ‘MANHWA’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
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요부를 가지
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표장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면, 선등록서비스표 1의 ‘漫畵’는 네이버 국어사전 상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
스럽게 그린 그림,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ㆍ비판
하는 그림’을 의미하는 한자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념은 동일하며, 그 칭
호도 ‘만화’로 동일하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2의 ‘만화’와도 관념 및 칭호가 동일
하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3의 ‘万貨’는 ‘만가지 재물’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
서, 양 표장의 관념은 비유사하나 칭호가 ‘만화’로 동일하다. 그리고 선등록서비스표
4의 ‘MANHWA’는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한국 만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검색되므
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념은 동일하고, 그 칭호도 ‘만화’로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앞부분의 ‘漫畵’, ‘만화’, ‘万貨’, ‘MANH
WA’ 부분을 요부로 하여 인식되지 않고 전체로서만 인식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뒷부분
의 ‘SHOPPING’ 또는 ‘쇼핑’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
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기에, 앞부분의 ‘漫畵’, ‘만화’, ‘万貨’, ‘MANHWA’ 부분을 요부로 하여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
나, 선등록서비스표 1, 2, 4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3과 관념은
비유사하나 칭호가 동일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간장게장 도매업, 간장게장 소매업,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소
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고추장게장 도매업, 고추장게장 소매업,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
장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양념게장 소매업, 양념게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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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양념게장 판매대행업, 게장통조림 판매대행업, 게장소스 소
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장소스 판매대행업, 게알젓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알젓
판매대행업, 어패류 가공식품 도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생선 가공식품 소매
업, 간장게장 판매대행 프랜차이즈업, 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
대행업’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
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해초가공식품 판매대행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해
초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살아있는 어패
류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판매대행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판매대
행업, 신선한 해초 소매업, 신선한 해초 판매대행업, 충전용 해초 소매업, 충전용 해
초 판매대행업, 마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케첩 소매업, 마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
케첩 판매대행업, 맥주제조용 홉 엑기스 소매업, 맥주제조용 홉 엑기스 판매대행업,
식용 소금 소매업, 식용 소금 판매대행업, 식품향미용 정유 소매업, 식품향미용 정유
판매대행업, 장(醬)류 소매업, 장(醬)류 판매대행업, 향신료 소매업, 향신료 판매대행
업, 홉 소매업, 홉 판매대행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판매대행업’과 대비
하면, 양 서비스업들은 모두 어패류 및 소스류와 관련된 도․소매업 또는 판매대행
업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
이 각각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
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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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
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
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
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
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
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
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또한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
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 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
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
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
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
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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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출원시이고(구 상표법 제7조 제2항), 이때 상표
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는 한글 ‘만화’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

로 내려쓰기 하고, 한글 ‘만화’ 주위를 빨강, 주황, 파랑의 색채로 채색한 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1 ‘

’은 한자 ‘漫畵’ 부분

과 영문자 ‘SHOPPING’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문자표장이고, 선등록서
비스표 2 ‘
‘

’은 한글 4글자로 구성된 문자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3
‘은 한자 ‘万’(일만 만), ‘貨’(재화 화) 부분과 영문자

‘SHOPPING'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문자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4
‘

’은 영문자 ‘MANHWA' 부분과 ‘SHOPPING' 부

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문자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사용된 언어, 구성
문자, 글자 수 및 글자의 배치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서비표의 요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는 한글 ‘만화’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쓰기 하고, 한글 ‘만화’ 주위를 빨강, 주황, 파랑의 색채
로 채색한 표장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한글 ‘만화’ 주위의 색채 부분은 문자
의 배경으로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한글 ‘만화’가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선출원서비스표들의 요부
(가) 갑 제14, 17호증, 을 제1 내지 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에 한글 ‘만화’는, ㉠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이야기 형식을 가진 그림’,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그림’, ‘붓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만화(漫畵)’, ㉡ 제철보다 늦게 여무는 벼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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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晩禾)’, ㉢ 끝없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만화(萬化)’, ㉣ 약하지만 끊이지 않
고 뭉근하게 타는 불을 의미하는 ‘만화(慢火)’, ㉤ 늦은 철에 피는 꽃을 의미하는
‘만화(晩花)’ 및 ㉥ 온갖 꽃을 의미하는 ‘만화(萬花)’ 등의 의미로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만화’를 검색하면,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이야기 형
식을 가진 그림 등의 의미인 만화(漫畵)에 대한 결과가 검색된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국어사전에 한글 ‘쇼핑’은 영문자
‘shopping’의 한글 음역으로서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의 의미로 기
재되어 있고, ‘물건 사기’, ‘시장 보기’, ‘장보기’로 순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다.
③ 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대행업과 해초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대행업은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분류에 관한 고시’상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서비스업으로서 유사군코드가 ‘S2008’로 분류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2015. 10. 28.) 이전에 위 고시상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서비스업
으로서 유사군코드가 ‘S2008’에 속하는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OTM
Shopping’(등록번호 : 4101923870000, 등록일 : 2009. 12. 8.), ‘shoppingangel’(등록번호
: 4102225220000, 등록일 : 2011. 12. 6.)', ‘농협NH쇼핑’(등록번호 : 4102287810000, 등록일
: 2012. 3. 20.), ‘노른자쇼핑’(등록번호 : 4102432050000, 등록일 : 2012. 10. 26.), ‘따따따쇼
핑’(등록번호 : 4103196020000, 등록일 : 2015. 4. 17.), ‘오트렌드쇼핑’(등록번호 :
4103267560000, 등록일 : 2015. 7. 13.) 등 한글 ‘쇼핑’ 또는 영문자 ‘SHOPPING'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22호증의 2, 8, 10, 11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의 ‘漫畵’ 부분, 선등록서비스표 2의 ‘만화’ 부분, 선등록서비스표
3의 ‘万貨’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 4의 ‘MANHWA'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두
드러지게 인식되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① 선등록서비스표 1의 ‘漫畵’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 2의 ‘만화’ 부분
은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이야기 형식을 가진 그림’ 등을 의미하고, 선등록서비스
표 4의 ‘MANHWA'는 한글 ‘만화’의 영문 음역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MANHWA'로부터 한글 ‘만화’를 직감할 것으로 보이며, 선등록서비스표 3의 ‘万貨’
부분은 ‘만가지 재물’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선등록서비스표 1의 ‘漫畵’ 부
분, 선등록서비스표 2의 ‘만화’ 부분, 선등록서비스표 3의 ‘万貨’ 부분 및 선등록서비
스표 4의 ‘MANHWA'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
품 소매업 등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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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면에 ㉠ 선등록서비스표 1, 3, 4의 각 영문자 ‘SHOPPING’ 부분과
이의 한글 음역인 선등록서비스표 2의 한글 ‘쇼핑’ 부분은 ‘물건 사기’, ‘시장 보기’
등을 의미하는바, 그 지정서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등
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가 서비스의 제공내용, 용도 등을 직감할 수 있
고, 그 자체로 상표 또는 상호를 구성하기보다 ‘39쇼핑’, ‘39Shopping', ‘C&쇼핑’, ‘웹
툰쇼핑’, ‘CJ프라임쇼핑’, ‘CJ프리모쇼핑’ 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2015. 10. 28.) 이전에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
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대행업’과 ‘상품 및 서비스
업의 명칭과 류분류에 관한 고시’상 상품류분류 및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서비스업
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한글 ‘쇼핑’ 또는 영문자 ‘SHOPPING'을 포함하는 다수
의 서비스표가 등록된 점, ㉢ 원고 스스로도 선등록서비스표 1의 ‘SHOPPING’ 부분
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
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 가
공식품판매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자
인하는 점(이 사건 소장 21면 참조)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 1, 3, 4의 ‘SHOPPING’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 2의 ‘쇼핑’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③ ㉠ 선등록서비스표 1 ‘

’은 한자 ‘漫畵’ 부분

과 영문자 ‘SHOPPING’ 부분으로 구분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한자 ‘漫畵’ 부
분과 ‘SHOPPING’ 부분이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 선등록서비스표
2‘

’은 한글 4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는 ‘만화’라는 단어와 ‘쇼핑’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이는 점, ㉢ 선등록서비스표 3 ‘

’은 한자 ‘万貨’ 부

분과 영문자 ‘SHOPPING’ 부분으로 구분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한자 ‘万貨’
부분과 ‘SHOPPING’ 부분이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 선등록서비스
표 4는 ‘MANHWASHOPPING’이라는 영문자 14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기재되
어 있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만화’의 영문 음역인 ‘MANHWA’ 부분과
‘SHOPPING’ 부분이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
록서비스표 1, 2, 3, 4의 ‘漫畵’, ‘만화’, ‘万貨’, ‘MANHWA' 부분이 ‘SHOPPING' 또는
‘쇼핑’ 부분과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선등록서비스표 1, 2, 3, 4의 ‘漫畵’, ‘만화’, ‘万貨’, ‘MANHWA' 부분
이 ‘SHOPPING' 또는 ‘쇼핑’ 부분과 결합하더라도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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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자를 결합한 일체
로서만 이를 인식·사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호칭 및 관념의 유사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모두 ‘만화’로 호
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 1, 2, 4는 모두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이야기 형식을 가
진 그림’ 등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 4의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
표 3의 요부의 호칭은 동일하다.
다) 대비 결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지
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 4의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
일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3의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
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인 원고가 2004년부터 포천시 소홀
읍 이동교리에서 간장게장 한식당업을 영위하면서 게장 등 어패류 가공식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관련 식품요식업계에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고의 표장으로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고, 대기업인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이 신문광고, 텔레비전
판매방송 등 각종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선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어패류 도
매업 등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간장게장 소매업만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
과는 구별되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표들과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사용된 원고의 서비스업의 국내에서의 매
출액,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
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한식당경영업(간장게장
을 주원료로 한 한식당)’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의 서비스표 ‘

’(이하

‘원고의 관련 서비스표’라 한다)가 2004. 12. 21. 출원되어 2006. 1. 2. 등록된 상태에
서 어패류 가공식품도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1이 후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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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등록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간장게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원고의 상표 ‘

’(이하 ‘원고의 관련 상표’라 한다)가 2012. 9.

27. 출원되었는바, 특허청 심사관이 원고의 관련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과 유사하
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고의 관련 상표가 2013. 10. 23. 등록되었으므로, 간장게
장 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역시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관련 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1, 원고의 관련 상표가
순차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
받을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후1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
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장게장 도매업, 간장게장 소매
업,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고추장게장 도매업, 고추장게장 소매
업,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
장게장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양념게장 소매업, 양념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양념게장 판매대행업, 게장통조림 판매대행업, 게장소스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장소스 판매대행업, 게알젓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알젓
판매대행업, 어패류 가공식품 도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생선 가공식품 소매
업, 간장게장 판매대행 프랜차이즈업, 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
대행업’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
품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살아있는 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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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판매대행업, 마
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케첩 소매업, 마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케첩 판매대행업’
과 대비하면, 모두 어패류 및 소스류와 관련된 도·소매업 또는 판매대행업이라는 점
에서 동일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
공식품 소매업’ 등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서비스표가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
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상표등록출원 기본수수료는 지정상품 20개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1,550개, 선등록서비스표 2는 1,551개, 선등록서비스표
4는 1,550개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하였고, 이는 서비스표를 사용하
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타인의 서비스표의 사용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상표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4.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2
호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이고,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등록출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의 취지가 상표
등록에 있어 지정상품을 20개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20개를 초과하는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상표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거나, 선등록서비스
표들이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되어 타인의 서비스표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은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한식당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의 관련
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취소심판 및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에 다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재출원하는 것
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경제의 원리에 위반되고, 상표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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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소정의 무효심판절차에 따른 무효심결이 확
정되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구 상표법 제73조 제7항은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에 취소심판
이나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선등록
서비스표들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상표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
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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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허5174 거절결정(상) 2018. 10. 11.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이 사건
국제상표등록
출원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관련번호
주요쟁점

국제등록번호

심판번호

제1151808호

2014원5540

 구 상표법 제7호제1항 제7호
”는 선등록상표

□ 이 사건 출원상표 “
,

“

”와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함
심결요지

-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
는 표장도 아니고, 또한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상당히 긴 9음절인 ‘드래곤플
라이 옵티스’로 호칭되어서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ㆍ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는 거래관행상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를
분리하여 ‘DRAGONFLY’ 또는 ‘OPTI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음 이 경우 양 표장은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고 청감됨
”는 ‘DRAGONFLY’ 부분은

□ 이 사건 출원상표 “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판결요지
(대법원, 환송후
특허법원)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으며,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
- 54 -

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음
②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
와 선등록상표 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음

◈ 원고 주장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고 그 지정상품도 비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
으킬 우려가 없다.

◈ 피고 주장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

”는 ‘잠자리’란 뜻을 가진 ‘DRAGONFLY’

와 사전적 관념이 없는 ‘OPTIS’가 띄어쓰기에 의하여 결합된 구성의 표장으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표장도 아니고, 또한 한 번에 호칭
하기에는 상당히 긴 9음절인 ‘드래곤플라이 옵티스’로 호칭되어서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
ㆍ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는 거래관행상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
표를 분리하여 ‘DRAGONFLY’ 또는 ‘OPTI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환송전 특허법원은 심판부와 같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

”의

‘OPTIS’가 분리관찰되거나 요부관찰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칭호가 서로 유사하게 호칭되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및 환송후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

”의 요부는 ‘DRAGONFLY’ 부분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하다

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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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

”는 `잠자리`란 뜻을

가진 ‘DRAGONFLY’와 사전적 관념이 없는 ‘OPTIS’가 띄어쓰기에 의하여 결합된
구성의 표장으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표장도 아니고, 또한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상당히 긴 9음절인 `드래곤플라이 옵티
스’로 호칭되어서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ㆍ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는 거래관행상 국
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를 분리하여 ‘DRAGONFLY’ 또는
‘OPTI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1 “

”

도 사전적 관념이 없는 조어표장으로서 일반적인 영어발음 법칙에 따라 ‘옵티스’ 또
는 ‘옵티즈’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각
각 ‘옵티스’로 약칭되거나 호칭되는 경우 서로 동일ㆍ유사하게 호칭되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들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
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
단된다.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도뇨관)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각각 ‘카데
타, 대정맥 및 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로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
표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시술이나 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전문 의
료기기로서 지정상품의 속성이 동일하고,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 소비
하는 자에 의해 취급ㆍ유통될 것이므로 그 거래실정도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양 상
표의 지정상품 또한 동일ㆍ유사하다.

□ 대법원 및 환송후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
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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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
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
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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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허5143 거절결정(상) 2018. 10. 1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상표출원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0-2015-80100호

2016원6196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6조 제2항
○ 이 사건 출원상표 ‘MACKANART’의 ‘MACKAN’은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맥간(麥稈)’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
기’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이고, ‘미술, 공예’
등을 의미하는 ‘ART’도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없으므로

‘MACKAN’과

‘ART’의

결합인

‘MACKANART’는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로서 지정상품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
심결요지

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
○ 특정인에게 독점 ·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도 해당함
○ 청구인 이외에도 다수가 ‘맥간공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예술장르로 인식되고 있다고도 보여지므로 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하여
식별기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요지
(특허법원)

○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5. 2. 기준으로 맥간공예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공예의 한 분야로서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인 ‘맥간공예’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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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사용될 경우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로서 공예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사용
되는 ‘맥간아트(MACKANART)’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 등 맥간공예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표시하는 것으로
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 ‘MACKANART’는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라는 의미
로 직감되는 상표가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실 거래업계에서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거나 동종 영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것을 원하는 상표로 볼 수 없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되어 온 원고의 사용을 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에 의하여 1977년 창안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출원 전
이미 거래사회에서 원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
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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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문자부분(MACKAN ART)에 의하

여 쉽게 ‘맥간아트, 맥간예술’ 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맥간아트, 맥간예술’을
실거래에서 보리줄기 또는 보릿대를 이용한 공예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한 표장
에 해당함
2. 맥간공예와 결합된 표장으로 한국맥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원, 맥간공예연구회등
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 이와 같은 용어를 특정인에게 독
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누
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함
3.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인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인지 불명확하여, 원고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

’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①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 및 결합방법, ② 출원상표에 포함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
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에 해당하는 동시
에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기타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제출증거만으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지지
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9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한글 4자인 ‘맥간(칸)아트’로 발음되고, ‘맥간’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서는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쉬운 단어가 아니며 ‘MACKANART’ 그 자체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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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맥간’은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한자어 ‘麥稈’의 한글 표기
에 해당하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NAVER, Daum’에서 ‘맥간아트’를 입력하면
‘맥간아트(MACKANART)’라는 단어가 ‘보리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와 관련하여
다수가 검색되며, 청구인의 홈페이지(맥간공예연구원, www.mackan.kr)에서도
‘맥간아트(공예)’를 ‘보리줄기를 이용, 모자이크기법과 목칠공예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독특한 예술장르, 보리 줄기인 보릿대를 이용한 생활 공예인 맥간
공예는 둥글게 말린 보릿대를 펴서 도안에 따라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아름
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맥간아트(MACKANART)’
는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다수인에 의해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MACKANART’의 ‘MACKAN’은 ‘밀짚이나 보릿짚
의 줄기’를 뜻하는 ‘맥간(麥稈)’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현
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이고, ‘미술, 공예’ 등을 의미하는
‘ART’도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이 없으므로 ‘MACKAN’과 ‘ART’의 결합인 ‘MACKANART’는 ‘밀짚이나 보릿짚
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로서 지정상품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
줄기’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MACKAN’과 ‘ART’의 결합에 의하여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라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외에 다른 새
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다고 볼 수 없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 분야에서 이
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를 특정인에게 독점 ·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
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
별력 없는 표장에도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부터 ‘맥간공예’라는 용어를 거래사
회에 널리 전파하여온 맥간공예의 창시자로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맥간공예를 전수받은 맥간공예가와 청구인이 설립한 전국 각지
의 맥간공예 지회 활동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널리 전파, 선전광고 해오고 있으
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상
표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제1호증 내지 제8호증)에 의하면 ‘맥간공예’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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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릿대 이어 붙여 만드는... 맥간(麥稈)공예 아시나요. 맥간공예는 이상수
(청구인)씨가 1997년에 직접 고안한 예술기법으로 동양의 목칠공예기법과 서양
의 모자이크 기법이 합쳐진 독특한 형태다(2011. 12. 19., chosun.com)’, 보릿대 예
술의 화려한 ‘금빛 진화’ 금박으로 돌아온 ‘맥간공예 창시자’ 이상수(청구인) 작
가(2010. 7. 26., 경인일보), 맥간공예의 ‘화려한 외출’ 맥간공예는 백송 이상수(청
구인) 선생이 창안한 국내 유일의 예술 장르로 보리줄기(맥간)을 활용한 자개 형
식의 공예품이다(2011. 12. 16., 세계일보)’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고, 청구인이 맥
간공예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서, 경기 인천, 충북 청주 등에 지회를 설립
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맥간공예와 관련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이외에도 다수가 ‘맥간공예’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 하나의 예술장르로 인식되고 있다고도 보여지므로 위에서 살펴본 청
구인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하
여 식별기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9자가 띄어쓰

기 없이 연결된 ‘MACKANART’라는 문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으로서 우리말로는
‘맥간(칸)아트’로 음역될 수 있고, 그 중 ‘ART'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에 비추어 매우 쉬운 단어이므로 위 표장은 ‘MACKAN’과 ‘ART'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MACKAN’ 부분의 가능한 우리말 음역 중 하나인 ‘맥간’은 ‘밀짚이나 보
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한자어 ‘麥稈’의 한글 표기에 해당하는바(을 제1호증), 이
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
기’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ART' 부분은 ‘미술, 공
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MACKANART’는 전체적으로 ‘밀짚이나 보릿
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
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와의 관계에서는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직접
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을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의하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맥간아트(MACKANART)’라는 단어가 ‘보
리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와 관련하여 다수 검색되는 사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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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생활공예인 ‘맥간공예’에 관하여, 화도중학교, 병점중학교 등의 학교에
서 미술수업의 일환으로 맥간공예 수업이나 맥간공예품 전시를 한 바 있고, 국립
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공예 강좌의 일종으로
맥간공예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및 천안시청 등에
서도 맥간아트 강의 및 맥간공예 수업을 실시한 바 있는 사실, 원고의 홈페이지
(맥간공예연구원, www.mackan.kr)에서도 ‘맥간아트(공예)’를 ‘보리줄기를 이용,
모자이크기법과 목칠공예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독특한 예술장르, 보리줄
기인 보릿대를 이용한 생활공예인 맥간공예는 둥글게 말린 보릿대를 펴서 도안
에 따라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고 설명하고 있
는 사실, ‘맥간공예’를 포함하는 표장으로 원고의 맥간공예연구원 외에도 한국맥
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맥간아트(MACKANART)’는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로서 공예의 한 분야
를 의미하는 단어로 다수인에 의해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5. 2. 기준으로 맥간공예 관련 상품
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공예의 한 분야로서 ‘보리줄기를 이
용한 공예’인 ‘맥간공예’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
줄기’에 사용될 경우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로서 공예의 한 분야를 의미하
는 단어로 인식․사용되는 ‘맥간아트(MACKANART)’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
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 등 맥간공예 관련 상품
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
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
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맥간아트(MACKANART)’는 공예의 한 분야로 인식
되어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를 의미하는 단어의 용도로 사용될 뿐 그와 같은
공예 관련 상품의 출처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

- 63 -

이는 점, ‘맥간공예’를 포함하는 표장으로 원고의 맥간공예연구원 외에도 한국맥
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와 함께 고려
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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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계금속건설 분야

1. 2017허4860 거절결정(특) 2018. 5.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지지 구조물 내로 통합된 밀봉 및 단열 탱크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1-7026261

2016원872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매스틱 코드가 25℃의 온도에
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매스틱 코드가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매스틱 코드나 비교대상발명의
마스틱과 같이 탱크의 중량을 지지하는 지지수단에서 지지수단의 강도(즉
탄성계수)는 통상의 기술자가 탱크의 중량과 크기, 탱크의 바닥 쪽에 설치되는
합판패널(플라이우드)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론 [발명의 설명] 부분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하고 있는 밀봉
단열 탱크의 중량(또는 재질과 부피)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매스틱 코드의

심결요지

탄성계수를 25℃의 온도에서 최대 150 M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매스틱 코드가 댐핑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지 기능을 행하는
강한 마스틱 재질로 인하여 마스틱과 접하는 탱크의 합판패널이 손상되는
경우가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마스틱과 접하는 탱크의
합판패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틱이 탱크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마스틱의 재질을 좀 더 연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 2에서
매스틱 코드를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이러한 수치한정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하여 적용할 수 있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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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2개의 벽 사이에 댐핑 재료 코트를 배치한
댐핑 장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상/하부 플라이우드(22, 23)
사이에 배치된 ‘하중전달용 받침’을 충격흡수가 가능한 코트 구조로 변경하
거나, 샌드위치 단열층과 같은 구조의 댐핑층을 추가하는 등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LNG 선박의 단열탱크에 가해지는 슬로싱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방진고무, 방진매트,
스프링 등과 같은 연성의 낮은 탄성계수를 가진 탄성체를 이용하여 충격을
감쇄시키는 방법은 주지관용 기술이다. 선행발명에 상/하부 플라이우드

판결요지
(청구기각)

(22, 23)와 하중전달용 받침으로 이루어진 단열부를 통하여 슬로싱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이상, LNG 선박 단열탱크의
댐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스틱(10)을 연성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해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매스틱 코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범위는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의 하한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LNG 탱크를 선체에 고정하고 무게를 적절히 분배하는 매스틱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수치 범위(예: 0.1MPA)까지 포함할 수 있어 수치한
정의 임계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지지 구조물(1) 내로 통

- LNG가 직접 접촉하는 멤브레인 금속패

합된 밀봉 단열 탱크로서, 상기 탱크는: 지지
구조물(1)과 통합되는 단열 배리어; 상기 단열
배리어 내에 위치되는 보조 밀봉 배리어(5); 및

널인 제1 밀봉벽(1)과, 상기 제1 밀봉벽
의 하면에 설치되어 제1 밀봉벽에 일정
한 하중이 걸리게 하는 제1 플라이우드

상기 단열 배리어에 의해 지지되는 주 밀봉 배
리어(10);를 포함하며, 상기 단열 배리어는 병
렬 배치된 모듈(juxtaposed module)로 이루어

(2)와, 상기 제1 플라이우드(2)의 하면에
설치되며 폴리우레탄 폼으로 이루어진
제1 단열벽(3)과, 상기 제1 단열벽(3)과

지고, 각각의 모듈은 평행 직육면체이고 제1
합판 패널(3)을 보유하며, 상기 제1 합판 패널
상에 제1 단열 코트(4)가 배치되며, 상기 제1

소정거리 이격되어 형성되며 폴리우레탄
폼으로 이루어진 제2 단열벽(5)과, 상기
제1, 2 단열벽(3,5) 사이에 설치되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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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단열 코트 상에 상기 보조 밀봉 배리어(5)가 배
치되며, 상기 보조 밀봉 배리어 상에 자체적으
로 제2 합판 패널(7)을 지지하는 제2 단열 코

밀봉벽(4)과, 상기 제2 단열벽(5)의 하면
에 설치되어 하중을 분산하는 제2 플라
이우드(6)와, 상기 제2 플라이우드에서

트(6)가 배치되며, 상기 제2 합판 패널은 페룰
(ferrule) 또는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상기 주 밀
봉 배리어(10)를 지지하는 밀봉 단열 탱크에

가해지는 적재화물과 단열탱크의 중량을
선체(7)에 전달하는 마스틱(10)이 순차적
으로 적층된 형태로 구성(단락 [30], 도 1)

있어서,
상기 탱크는 슬로싱(sloshing)에 의해 초래되는 상기 제1 단열벽(3)과 제2 단열벽(5) 사이에
충격을 댐핑하기 위하여 두 개의 벽들 사이에 다수의 하중전달용 받침(21)을 일정 간격으
배치되는 댐핑 재료 코트로 이루어지는 하나 로 서로 평행 또는 교차하도록 설치하고, 하
이상의 댐핑 장치를 포함하고, 25℃의 온도에 중 전달용 받침(21)의 상/하부면에 상/하부
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 계수를 가 플라이우드(22, 23)를 설치하여 내부에 다수
지는 매스틱 코드(cord of mastic, 14)를 포함 개의 공간군(24)을 구비하는 단열 공간부
하며, 상기 매스틱 코드는 상기 제1 합판 패널 (20)를 형성(단락 [24], 도 1)
(3)과 상기 지지 구조물(1)의 벽 사이에 삽입 상/하부 플라이우드(22, 23)의 구조는 하중
(interpose)되어 상기 제1 합판 패널(3)을 상기 전달용 받침 사이에 발생된 공간과 플라이
지지 구조물의 벽에 부착시키며, 상기 제1 합 우드의 탄성에 의해 단열탱크 적재화물의
판 패널(3)과 상기 지지 구조물(1)의 벽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적재 LNG의 슬로싱 충격력을
배치된 상기 매스틱 코드(14)는, 슬로싱에 의해 흡수(단락 [29])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하기 위하여 제1 댐핑 장
상기 제2 플라이우드에서 가해지는 적재화
치를 구성하는 것
물과 단열탱크의 중량을 선체(7)에 전달하는
마스틱(1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형태로 구
성(단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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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단열 배리어와 지지 구조물 사이에 배치되는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를 25℃의 온도에서 최대 150MPA로 한정하여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
을 해결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선행발명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양 발명은 과제해결수단이 다르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고 현저한 효과를 가지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1. 청구항 1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성의 재질의 한정(수치한정 포함)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이나, 이러한 한정사항은 비교대상발명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기술분야 및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지 구조물로의 통합을 위한 밀봉 및 단열 탱크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밀봉 및 단열 탱크의 단열 배리어와 지지 구조물 사이에 배치되는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를 25℃의 온도에서 최대 150 MPa인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비교대상발명은 LNG 운반선 단열탱크의 단열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같고, 단열벽 내에 단열공간부를 구성하여 적재된 LNG의 슬
러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과 단열탱크의 단열벽
과 선체 사이에 마스틱이 위치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유사한 기술
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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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이중 벽으로 이루어진 지지 구조물(1) 내로
통합된 밀봉 단열 탱크로서, 상기 탱크는: 지지 구조물(1)과 통합되는 단열 배리어;
상기 단열 배리어 내에 위치되는 보조 밀봉 배리어(5); 및 상기 단열 배리어에 의해
지지되는 주 밀봉 배리어(10);를 포함하며, 상기 단열 배리어는 병렬배치된 모듈
(juxtaposed module)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모듈은 평행 직육면체이고 제1 합판 패널
(3)을 보유하며, 상기 제1 합판 패널 상에 제1 단열 코트(4)가 배치되며, 상기 제1 단
열 코트 상에 상기 보조 밀봉 배리어(5)가 배치되며, 상기 보조 밀봉 배리어 상에
자체적으로 제2 합판 패널(7)을 지지하는 제2 단열 코트(6)가 배치되며, 상기 제2 합
판 패널은 페룰(ferrule) 또는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상기 주 밀봉 배리어(10)를 지지
하는, 밀봉 단열 탱크’이다.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의 ‘선체(7) 내로 통합된 밀봉 단열 탱크로서, 상기 탱
크는 선체(7)와 통합되는 단열벽, 상기 단열벽 내에 위치되는 제2밀봉벽(4) 및 상기
단열벽에 의해 지지되는 제1밀봉벽(1)을 포함하며, 상기 단열벽은 제2플라이우드(6)
를 보유하며, 상기 제2플라이우드 상에 제2단열벽(5)이 배치되며, 상기 제2단열벽(5)
상에 상기 제2밀봉벽(4)이 배치되며, 상기 제2밀봉벽 상에 제1플라이우드(2)를 지지
하는 제1단열벽(3)이 배치되며, 상기 제1플라이우드는 제1밀봉벽(10)을 지지하는 밀
봉 단열 탱크’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
고 있다.
(나) 구성 2
구성 2는 ‘상기 탱크는 슬로싱(sloshing)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하기 위
하여 두 개의 벽들 사이에 배치되는 댐핑 재료 코트로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댐핑
장치를 포함하고,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매
스틱 코드(cord of mastic, 14)를 포함하며, 상기 매스틱 코드는 상기 제1 합판 패널(3)
과 상기 지지 구조물(1)의 벽 사이에 삽입(interpose)되어 상기 제1 합판 패널(3)을 상
기 지지 구조물의 벽에 부착시키며, 상기 제1 합판 패널(3)과 상기 지지 구조물(1)의
벽 사이에 배치된 상기 매스틱 코드(14)는,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하
기 위하여 제 1 댐핑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단열탱크는, 제2플라이우드(6)와 선체(7)의 벽 사
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2플라이우드(6)를 상기 선체(7)의 벽에 부착시키는 마스틱
(10)을 포함하는 것’에 대응된다.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매스틱 코드가 25℃의 온도에
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매스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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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매스틱 코드나 비교대상발명의 마스틱과
같이 탱크의 중량을 지지하는 지지수단에서 지지수단의 강도(즉 탄성계수)는 통상
의 기술자가 탱크의 중량과 크기, 탱크의 바닥 쪽에 설치되는 합판패널(플라이우드)
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론 [발명의 설명] 부분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하고 있는 밀봉 단열 탱크의 중량(또는 재질과 부피)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를 25℃의 온도에서 최대 150 MPA의 탄성계수
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매스틱 코드가 댐핑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매스틱 코드가 댐핑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탱크의 중량과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탱크의 중량이 나타나 있
지 않은 상태에서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만을 한정했을 때 그 한정된 수치값 내외
에서 댐핑효과의 차이가 발생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예를 들면, 탱크의 중량이 청
구인이 상정하고 있는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를 25℃의 온
도에서 최대 150 M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더라도 매스틱 코드의 탄
성계수가 탱크의 중량을 감안할 때 댐핑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일 수
있음), ③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지지 기능을 행하는 강한 마
스틱 재질로 인하여 마스틱과 접하는 탱크의 합판패널이 손상되는 경우가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마스틱과 접하는 탱크의 합판패널이 손상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틱이 탱크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마스틱의
재질을 좀 더 연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전체 합판패널의 면적 대비 합판패널이 마스틱과 접하는 부분의 비
율을 크게 할 경우에는, 마스틱의 재질을 연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탱크의 중
량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으로 인정됨) 등을 고려하
면, 구성 2에서 매스틱 코드를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계수
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이러한 수치한정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하
여 적용할 수 있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 인정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는 상·하부 플라이우드(22, 23)와 이 사이에 설치된 하
중전달용 받침(21)으로 이루어진 단열공간부(20)의 구조가 하중전달용 받침 사이에
발생된 공간과 플라이우드의 탄성에 의해 단열탱크에 적재된 LNG의 슬러싱 충격력
을 흡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통상의 기술자는 이미 선박에 설치되는 단
열탱크는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력을 댐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탱크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댐핑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탱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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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물(선체)의 벽 사이에 충격흡수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이 통상의 기술
자에게 자명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슬로싱에 의한 충
격력을 댐핑하기 위하여 탱크와 지지구조물(선체)의 벽 사이에 설치된 마스틱의 재
질을 마스틱이 탱크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더 유연한 재질로 변
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의 우선일보다 대략 3년 정도 후에 매
스틱 코드를 이용하여 슬로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 제1366068호(2014. 2. 17.
등록, 갑 제3호증)로 등록되었다고 하며,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이런 기술적 사상
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을 증명해 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제1366068호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방열시스템 보호를 위한 마스
틱 일체형 충격완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은 출원시에 “...상기 하부 플라
이우드(32)와 선체(60)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하부 플라이우드(32)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복수개의 마스틱(4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방열시스템 보호를 위한 마스틱 일체형 충격완화장치”라고 기
재되어 있었고, 2013. 8. 27. 위 청구항 1 발명과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13210호, 2012. 2. 14. 공개)에 의
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위 특허
의 출원인은 청구항 1에 청구항 2와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청구항 5의 기재사
항을 부가하여 “...상기 하부 플라이우드(32)와 선체(60)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되어 하부플라이우드(32)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며, ‘エ’형 단면 형상을 갖
는 복수개의 마스틱(40)과; 상기 각각의 마스틱(40)과 하부 플라이우드(32) 사이에
설치되어, 단열패널(20) 및 하부 플라이우드(32)로부터 마스틱(40)에 전달되는 충격
을 흡수하는 완충부재(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방열시스템 보호를 위한 마스틱 일체형 충격완화장치”와 같이 보정하여 특허를 받
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특허의 명세서에는 “전술한 실시예의 방열시스템은 마스틱(40)이
사각형 단면 형상을 갖지만, 도 6에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것과 같이 마스틱(40)이
‘エ’형 단면 형상을 갖게되면, 수직하중 뿐만 아니라 전단하중, 비틀림 하중 등 복합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마스틱(40)의 소재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
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특허의 청구항 1 발명은 마스틱이 단순히 슬로
싱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
스틱이 ‘エ’형 단면 형상을 가짐에 따라 수직하중 뿐만 아니라 전단하중, 비틀림 하
중 등 복합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소재량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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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결과 정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에 동일
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
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 또한 수치
한정에 의해 임계적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예
측할 수 없는 새롭거나 현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공통점과 차이점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은 그 대응 구성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
로 동일하고,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은 ‘탱크는 슬로싱(sloshing)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
핑하기 위하여 두 개의 벽들을 포함하는 댐핑 장치(하중전달용 받침의 상/하부면에
상/하부 플라이우드를 설치하여 내부에 다수개의 공간군을 구비하는 단열공간부)와,
매스틱 코드(마스틱)를 포함하며, 상기 매스틱 코드(마스틱)는 제1 합판 패널(제2 플
라이우드)과 지지 구조물(선체)의 벽 사이에 삽입되어 제1 합판 패널(제2 플라이우
드)을 지지 구조물(선체)의 벽에 부착시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2는 2개의 벽 사이에 배치된 댐핑 재료 코트로 구성된 장치에
의해 댐핑되는 것인 반면(제2 댐핑장치),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하부 플라
이우드(22, 23)의 탄성에 의해 슬로싱 충격이 댐핑되는 점(댐핑장치)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또한, 구성요소 2의 매스틱 코드는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며, 슬로싱에 의해 초래되는 충격을 댐핑하기 위하여 제1 댐핑 장
치를 구성하는 반면, 선행발명의 마스틱(10)은 탄성계수에 대한 수치한정 없이 적재
화물과 단열탱크의 중량을 선체(7)에 전달하기 위하여 구성된 점에 차이가 있다(이
하 ‘차이점 2’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
복 가능하다.
(1) 선행발명에는 상/하부 플라이우드(22, 23) 및 중간에 배치된 하중전달용
받침으로 이루어진 단열부를 배치하여 슬로싱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적 사상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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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 있다(을 제2호증, 단락 [29]). 특히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하중전달
용 받침(21)으로 강성뿐만 아니라 연성의 플라스틱재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어(을 제2호증, 단락 [26]) 플라스틱의 탄성에 의해 댐핑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멤브레인 타입 LNG 선박은 LNG의 액압 하중이 1, 2차 밀봉벽(멤브레인, 주/
보조 밀봉 배리어) 및 단열재를 통해 선체에 전달되는 구조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강화폴리우레탄 폼 등은 그 재질적 특성상 슬로
싱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을 제2호증, 단락 [선행발명 도 1]의 일부 발췌도
[19]). 이러한 단열재는 주로 ‘플라이우드와 플라
이우드’ 또는 ‘플라이우드와 밀봉벽’ 사이에 샌
드위치 구조로 배치되는데, 선행발명에서는 스
폰지상의 다공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
한 제1 단열벽(3) 및 제2 단열벽(5)이 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을 제2호증 단락[30]). 따라서
선행발명에서는 연성의 ‘하중 전달용 받침’과
‘제1, 2 단열벽’ 구성을 통해 슬러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제1, 2벽 및 댐핑 재료 코트의
재질이나 종류에 대한 한정이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댐핑 재료 코
트는 펠트일 수 있고, 그 예로 에어로겔3)과 같은 단열 재료로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은 직물을 기초로 한 재료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을 제1호증의 2, 단락
[3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댐핑 재료 코트에도 단열과 댐핑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두 개의 벽들 사이에 배치되는
댐핑 재료 코트로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댐핑 장치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LNG선의 단열탱크에 단열층이나 댐핑층을 두껍게 하거나 여러 겹으로 배치하
면 단열 및 댐핑 효과가 커지는 것은 기술 상식이고, 이러한 경우 LNG를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댐핑 및 단
열효과, LNG 선적 공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2 댐핑
장치와 같은 구조물을 부가할지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2개의 벽 사이에
댐핑 재료 코트를 배치한 댐핑 장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상/하부 플라이
우드(22, 23) 사이에 배치된 ‘하중전달용 받침’을 충격흡수가 가능한 코트 구조로 변
경하거나, 샌드위치 단열층과 같은 구조의 댐핑층을 추가하는 등의 설계 변경을 통
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에어로졸’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술적 특성이나 패밀리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갑 제23호증 단락 [31]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규소 산화물(SiO2)인 ‘에어로
겔(젤)’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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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
가능하다.
(1) LNG 선박의 단열탱크에 가해지는 슬로싱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방진고무, 방진매트, 스프링 등과
같은 연성의 낮은 탄성계수를 가진 탄성체를 이용하여 충격을 감쇄시키는 방법은
주지관용 기술이다. 선행발명에 상/하부 플라이우드(22, 23)와 하중전달용 받침으로
이루어진 단열부를 통하여 슬로싱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
는 이상, LNG 선박 단열탱크의 댐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스틱(10)을 연성으로 변
경하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해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개선을 포함하는 탱크
의 댐핑은 이에 따른 선적된 액체 측상에서 얻어지는 상기 효과에 의해 종래의 구조
물에 의한 것보다 3배 이상 크다(단락 [41])’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
발명에는 제1 댐핑장치(매스틱 코드) 외에도 제2 댐핑 장치(두 개의 벽들 사이에 배
치되는 댐핑 재료 코트로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댐핑 장치)도 포함되어 있고, 여
기에 LNG선의 단열탱크에 단열층 또는 댐핑층을 두껍게 하거나 여러 겹으로 배치
하게 되면 단열 및 댐핑 효과가 커지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배
이상의 댐핑 효과’는 제1 댐핑 장치(매스틱 코드)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3) 매스틱을 연성으로 하면 댐핑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주지의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적재화물과 단열탱크의 중량을 선체에 전달하는 매스틱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폭으로 매스틱을 도포해야 하므로 오히려 매스틱
코드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종전과 같은 양의 연
성 매스틱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제1 합판 패널(제2 플라이우드)과 상기 지지 구조물
(선체)의 체결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 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매스틱 코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범위
는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의 하한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LNG 탱크
를 선체에 고정하고 무게를 적절히 분배하는 매스틱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수치 범위(예: 0.1MPA)까지 포함할 수 있어 수치한정의 임계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해당 수치범위에서 향상된 댐핑 기능을 확보
하면서도 동일한 강도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 매스틱 코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원고는 25℃의 온도에서 최대(at most) 150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매스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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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LNG선의 단열탱크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3배 이상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
니라, 25℃의 온도에서 111.9MPA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연성 매스틱 자체로만 실험
한 결과를 근거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가 주장하는 ‘3배 이상의 댐핑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와 관련한 수치범위는 그 임계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상의 기
술자가 단열탱크를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도, 충격 흡수의 정도, 비용 등을 고
려하여 적절히 선정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
명에 개시된 바와 같이 마스틱의 탄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의 효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매스틱 코드의 압축 변형을 통해 슬로
싱 충격이 감쇄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의 상/하부플라이우드(22, 23)는 굽힘 변
형을 통해 슬로싱 충격이 감쇄되는 구조로, 선행발명에서 매스틱 재질을 연성으로
변경하게 되면 매스틱 상부에 설치된 제2 플라이우드(6)가 탄성 변형할 수 있는 공
간이 사라지게 되어 기술적 특징이 훼손되므로,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을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교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충격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방진고무, 방진매트, 스프링 등의 연성 내지 낮은
탄성계수를 가진 탄성체를 사용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항이고, 댐핑을 위한 압축
변형기술이나 굽힘 변형기술은 댐핑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 적용 대상의 구조적
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두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스틱은 LNG선의 화물창이 운항 중 흔들리거나 움
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무거운 화물창의 무게를 적절하게 분배해 주기 위
한 접착제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마스틱을 ‘제2 플라이우드(6)가 탄성
변형되어 선체에 닿을 정도’까지 낮은 탄성계수를 가진 것으로 변경할 리는 없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는 탱크의 중량과 크기, 탱크의 바닥에 설치되는 합판
패널(플라이우드)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틱과 접하는 탱크의 합판패널의 손상
을 방지하면서도 충분한 댐핑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탄성강도를 가진 마스틱을 선택
할 수 있으므로 , 선행발명에 상/하부플라이우드의 굽힘 변형을 이용한 슬로싱 충격
감쇄 수단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마스틱을 연성 재질로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다거
나 이러한 변경에 의해 선행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훼손시키는 부정적 교시가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낮은 탄성계수의 매스틱 코드를 사용함
으로써 상부 합판 패널의 파손을 방지하는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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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탄성계수를 가지는 매스틱 코드를 LNG선의 화물창에 적용할 경우 순간
적인 충격 하중을 흡수하여 상부의 합판 패널이 파손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스틱 코드의 탄성계수는 단열탱크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도, 충격 흡수의 정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
히 선정할 수 있고, 합판 패널에 전단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스틱 코드의 배치
간격이나 도포된 매스틱 코드의 넓이와 합판 패널의 강도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은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 사항에 불과하므로 상부 합판 패널의 파손을 방지하는 효과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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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허4976 거절결정(특) 2018. 6. 14.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

관련사건

쟁점사항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2-7019915

2016원4874

<진보성>
 이 사건 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2호증 : 공개특허공보 10-2006-2491(2006. 1. 9.）
 을 제3호증 : 공개특허공보 10-2004-76205호(2004. 8. 31.)

입증방법

 을 제4호증 : 공개특허공보 10-2008-60669(2008. 7. 2.)
 을 제5호증 : 공개특허공보 10-2004-90922호(2004. 10. 27.)
 을 제7호증 : 스태커 크레인(산업안전대사전)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대응구성은 2개의 비주
행형 산업로봇을 이용하여 중공 롤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구성 1과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 2개의 비주행형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을 주고 받는
반면, 대응구성은 2개의 비주행형 산업로봇 사이에서 주행형 로봇에 해당하
는 스태커 크레인(23)이 연계하여 중공 롤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비
교대상발명 1의 문단[0026, 0027], 도면 1 참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필수로 여겨지던 스태커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비주행형 산업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을 주고 받도록 구성함으로써

심결요지

주행시간을 절감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
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주행형 로봇에 의한 이송방식과 비주행형
로봇에 의한 이송방식이 모두 개시되어 있는바, ① 각 이송 방식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으로부터 예측가능하다는 점, ② 각
이송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처리 공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③ 비교대상발명 1에 스태커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사
용해야만 하는 기술적 내지 구조적인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한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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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위 전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스태커 크레인을 배제하고 비주행형 로봇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조
업의 전자동화 외에 공간의 절약, 제조의 신속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양 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다.
⑵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비주행용 로봇에 반해, 스태커 크레인은 움직
임이 선형으로 제한되지만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
라서 선행발명 1의 경우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중요한 처리 유닛은 스태커

판결요지
(청구인용)

크레인이 위치한 공간에 배치하고 있어 그 구성요소에 있어 스태커 크레인은
필수적인 구성에 해당한다.
⑶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에서 스태커 크레인이 필수적 요
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거나 스태커 크레
인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구조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선행발명 1에
서는 스태커 크레인의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시스템 변
경에 대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⑷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존의 그라비아 피제판 롤의 전자동 제조
시스템에서 스태커 크레인의 구성을 배제함에 따라 공간의 절약, 제조의 신
속화 등의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 이 사건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비주행형의 산업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을 비주행형 로봇 사이에 스태커 크레인이 연계하
주고받도록 구성한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여 중공 롤(피제판 롤)을 이송하고(선행발명
시스템이, 피제판 롤을 척으로 물어서 처리하는 1의 도 1, 식별번호 [0026], [0027] 참조), 중공
제1의 산업 로봇의 처리 영역을 가지는 처리실 롤(피제판 롤)을 처리하는 제1, 2산업용로봇
A와 피제판 롤을 척으로 물어서 처리하는 제2의 (12a, b)이 각각 설치된 로봇실 A1 및 로봇실
산업 로봇의 처리 영역을 가지는 처리실 B를 A2과 스태커 크레인의 처리 영역인 도금실
가지며, 상기 처리실 A 및 상기 처리실 B를 연통하 B을 가지되, 로봇실 A1에 자동연마장치(20),
게 해서 상기 처리실 A의 상기 제1의 산업 로봇의 감광막 도포장치(22), 레이져 노광장치(24) 등
처리 영역에 롤 스톡 장치, 감광막 도포장치, 전자 이 배치되고, 로봇실 A2에 퍼히드로폴리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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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조각장치, 레이저 노광 잠상 형성장치, 탈지장치, 잔 도포수단(46), 피막형성 열처리 수단(48)
숫돌연마장치, 초음파 세정장치, 동도금장치, 표 등이 배치되며, 도금실 B에 나머지 처리 유닛
면 경화 피막 형성장치, 현상장치, 부식장치, 레지 인 탈지 처리 유닛(44), 현상 유닛(28), 수세
스터 화상 제거장치, 페이퍼 연마장치로부터 선 건조 유닛(30), 부식 유닛(36), 레지스터 박리
택되는 처리장치의 적어도 하나를 배치하고, 상 유닛(38) 퍼히드로폴리실라잔 처리 유닛(34)
기 처리실 B의 상기 제2의 산업 로봇의 처리 등이 배치된다(선행발명 도면 1, 식별번호
영역에 상기 처리장치 중 상기 처리실 A에 배치하 [0026] 내지 [0031] 참조).
지 않았던 처리장치의 적어도 하나를 배치하고,
한편 상기 처리실 A 및 상기 처리실 B에 각각
배치된 상기 처리장치는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되어 상기 제1의 산업 로봇 및 제2의 산업 로봇과
의 사이에 피제판 롤을 주고받는 것으로 제판
처리를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

◈ 원고 주장
1. 이 사건 발명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구성인 스태커 크레인을 배제함에 따라 공
간의 절약, 제조의 신속화 등의 목적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처리
유닛이 제1, 2의 산업용 로봇의 처리영역 뿐만 아니라 스태커 크레인의 이송경로인 도금
실 B에도 배치되어 그 작업의 소요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제조라인의 유연성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은 처리장치의 설치 및 제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1에 스태커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적 내지 구조적인 제약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정장비의 배치에 따라 스태커 크레인을 비주행형 로봇으
로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해당분야 및 인접분야에서 비주행형 로봇들만으로
구성되어 그들 사이에 목적물을 교환하는 기술은 매우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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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주행형 로봇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1의 스태커 크레인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
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주행형 로봇이 선행발명 1의 스태커 크레인과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고, 상기 스태커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선행발명 1의 스태
커 크레인을 비주행형 로봇으로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주행형 로봇을 통해 공간의 절약, 제조의 신속화 등의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선행발명 1의 스태커 크레인은 필수적인 구성에 해당하여 이
를 배제하는 것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라비아 제판에 관련된 기술이
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라비아 제판 롤을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고, 공
간의 절약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무인 조업이 가능하고, 제조라인을 유연
하게 주문제작할 수 있어 자유도가 높은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의 제
공을 목적으로 하는데(이 사건 출원발명의 문단[0009] 참조), 비교대상발명 1 또한
그라비아 제판을 전자동화하여 제조를 신속히 하고 야간 무인 작동이 가능한 그라
비아 제판롤의 전자동 제조 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비
교대상발명 1의 문단[0011] 참조), 제조공간을 최소화하고 제조라인을 유연하게 제
작하는 것은 자동제조시스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설계경향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특이성이 없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구성 1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대응구성은 2개의 비
주행형 산업로봇을 이용하여 중공 롤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구성 1과 동일하다. 다
만, 구성 1은 2개의 비주행형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을 주고 받는 반면, 대응
구성은 2개의 비주행형 산업로봇 사이에서 주행형 로봇에 해당하는 스태커 크레인
(23)이 연계하여 중공 롤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비교대상발명 1의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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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0027], 도면 1 참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필수
로 여겨지던 스태커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비주행형 산업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
제판 롤을 주고 받도록 구성함으로써 주행시간을 절감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주행형 로봇에 의한 이송방식과 비주행형
로봇에 의한 이송방식이 모두 개시되어 있는바, ① 각 이송 방식에 있어서의 장단점
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으로부터 예측가능하다는 점, ② 각 이송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처리 공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③ 비교대상발명 1에 스태커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적 내지
구조적인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한 차이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구성 2 및 3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중공 롤(피제판 롤)을 이송하는 제1, 2 산업
용 로봇(12a, b)이 각각 설치된 로봇실 A1 및 로봇실 A2’와 동일하다(비교대상발명
1의 문단[0026] 참조).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로봇실 A1, A2는 도금실 B를 통하여 연통되
고, 각 로봇실에는 롤 스택장치(18), 자동 연마장치(22), 감광막 도포장치(22), 레이저
노광장치(24), 펠 히드로 폴리실라잔 도포수단(표면경화피막 도포수단) 등의 처리유
닛이 나누어 배치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비교대상발명 1의 문단[0028], 도
면 1 참조).
따라서, 구성 2 및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 4
구성 4는 처리실 A 및 처리실 B에 배치된 각 처리장치의 설치 및 철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라인을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교대
상발명 1에는 각 처리장치의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서 각 처리장치는 유닛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는 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발명
1의 각 처리장치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제조라인을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은 자명하다(비교대상발명 1의 문단[0024], 도면
1 참조).
따라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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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결과 정리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고, 목
적이 특이한 것도 아니며, 일부 구성에서 상이한 점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
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나.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2개의 비주행형 로봇만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을 주고받는 반
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2개의 비주행형 로봇 사이에서 주행형 로봇에 해당하
는 스태커 크레인(23)이 연계하여 롤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
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2,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요소는 피제판 롤(중공 롤)의 처리 유닛으
로써 롤 스톡 장치, 감광막 도포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비주행 로봇이 각 처리
실(로봇실)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위 유닛의 배치에 있어서 구성요소
2, 3은 모든 처리 유닛을 제1, 2의 산업용 로봇의 처리영역 내에 배치되는 반면, 선행
발명 1은 제1, 2의 산업용 로봇의 처리영역뿐만 아니라 스태커 크레인의 이송경로
(처리영역)인 도금실 B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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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소 4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4처럼 처리장치의 설치 및 제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다. 양 발명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관련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
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
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
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
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
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2) 차이점 1
차이점 1은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좌우·전후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비주행형 로봇들만을 이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경우 위와 같은
비주행형 로봇들 외에 그 사이에서 선형의 움직임이 있는 주행형 로봇 즉, 스태커
크레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선행발명 1은 그라비아 인쇄에 사용되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피제판 롤(중
공 롤)의 표면에 원하는 형상을 음각으로 새기는 공정 즉, 퍼히드로폴리실라잔용액
을 이용하여 피제판 롤의 구리 도금 층에 이산화규소 피막을 형성하여 표면에 강화
피복층으로서 이용하는 기술을 ‘전자동화’하여 야간이라도 무인조업이 가능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위 전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스태커 크레인을 배제하고 비주행형 로봇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조업의 전자동화 외에 공간의 절약, 제조의 신속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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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비주행용 로봇의 경우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
태커 크레인은 움직임이 선형으로 제한되지만 대신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경우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중요한 처리 유닛
의 경우 스태커 크레인이 위치한 공간(도금실 B)에 배치하고 있어 그 구성요소에
있어 스태커 크레인은 필수적인 구성에 해당한다.
⑶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에서 스태커 크레인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거나 스태커 크레인이 필요 없
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구조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선행발명 1에서는 스태커 크레인
의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시스템 변경에 대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⑷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존의 그라비아 피제판 롤의 전자동 제조 시
스템에서 스태커 크레인의 구성을 배제함에 따라 공간의 절약, 제조의 신속화 등의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⑸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분야 및 인접분야에서 비주행형 로봇들만으로 구성
되어 그들 사이에 목적물을 교환하는 기술은 매우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분야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 3호증의 각
도면을 살펴보면 모두 스태커 크레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인접분야에 대
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4호, 5호증은 그 기술분야가 OLED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접분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차이점 2
차이점 2는 피제판 롤의 각 처리 유닛 배치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모두 비주행형 로봇의 처리영역에 배치하는 반면, 선행발명은 비주행형 로봇
의 처리영역 외에 스태커 크레인의 이송경로(처리영역)에도 배치된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비주행용 로봇과 스태커 크레인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점, 그로 인
해 선행발명 1에서는 위치 결정의 정밀도가 중요한 처리 유닛을 스태커 크레인의
처리영역(도금실 B)에 배치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선행발명 1에서는
비주행형 로봇의 처리영역과 스태커 크레인의 처리영역에 각 배치하는 유닛들의 종
류가 상이하여 이를 단순히 설계변경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피제판 롤에 원하는 형상을 음각으로 새기기 위해서는 통상 피제판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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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장치에서 피제판 롤을 운반하는 공정, 탈지공정, 구리도금공정, 숫돌연마공정,
감광막 도포공정, 레이저 노광공정, 현상공정, 부식공정, 레지스트 박리공정, 크롬
도금공정(피면경화미막형성 공정), 완성된 피제판 롤을 롤 스톡 장치에 운반하는 공
정 등의 공정이 순차로 이뤄지게 된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30]
내지 [0042] 참조). 위와 같은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비주행형 로봇들이 위치한 처리실 A, B에서 산업용 로봇팔이 피제판 롤을 척으로
물어 위 각 공정을 처리하는 장치에 옮김으로써 작업이 이뤄지는 반면, 선행발명 1
의 경우 비주행형 로봇들이 위치한 로봇실 A1, A2 및 스태커 크레인이 위치한 도금
실 B 사이에서 피제판 롤이 스태커크레인에 의해 계속 이동하면서 이뤄져 그 작업
의 소요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⑶ 특히 선행발명 1의 도 1에 의하면, 로봇실 A1에는 롤 스톡 장치, 레이저
노광장치와 자동연마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로봇실 A2에는 롤 스톡 장치, 퍼히드
로폴리실라잔 도포수단과 피막형성 열처리 유닛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로봇실 A1
과 로봇실 A2 사이의 도금실 B에는 탈착 유닛, 현상 유닛, 수세건조 유닛, 퍼히드로
폴리실라잔 처리 유닛, 부식 유닛, 레지스터 박리 유닛, 구리도금 유닛, 니켈도금 유
닛, 전해탈지 처리 유닛 등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위 도면에 의하면 각 유닛들이
피제판 공정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로봇실 A1, 로봇실 A2 및 도금
실 B 사이를 계속 오가며 작업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그 작업의
소요시간은 더욱 길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⑷ 또한 선행발명 1의 경우 도금실 B의 공간을 초과하는 유닛을 추가로 설치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닛 설치뿐만 아니라 스태커 크레인 이동을 위한 천장 레일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제조라인의 유연성에 그 한계를 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경우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
4) 차이점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달리 처리장치의 설치 및
제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행발명
1의 각 처리장치는 유닛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식별번호
[0024]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형태는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발명의 기술사상에
서 일탈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점 3과 같은
변형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차
이점 3을 용이하게 극복하여 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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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허5290 거절결정(특) 2018. 6. 2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고체 건조제 제습기들의 장치 및 제어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7009578

2016원4749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1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2
(1) 구성 2는 ‘하나 이상의 센서들은, ..... 온도들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
하는 온도들을 측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범위 해석상 ‘하
나의 센서가 하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구성
2에서 센서가 처리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점은 비교
대상발명 1에서 온도․습도 센서(101)가 외부/공급 영역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점과 동일하다([도 10] 참조).
다만, 구성 2의 센서는 섹터에 근접 배치되는 반면, 대응구성에는 이
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센서를 처
리 섹터에 근접하게 설치하는 것은 처리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의 습
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온

심결요지

도․습도 센서(101)가 회수 휠에 들어가는 외부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식별번호 [0094] 및 [도 10] 참조)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
인의 주장 1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성 3에서 ① 중앙 제어 유닛이 수신된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점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디지털
제어기(35)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를 변수로서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는바(식별번호 [0131] 참조), 변수가 미리 결정된 알고리즘에 사용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중앙 제어 유닛이 제어 출력 신호를 전송하여 건조제 휠 회전 수단
의 기능을 제어하는 점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디지털 제어
기가 측정된 온도에 의해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 한다는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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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식별번호 [0131] 참조)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2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
가, 구성 3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도 온도 센서로부터의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신호를 제공하고 이 출력신호에 따라 휠(12)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식별번호 [0039] 및 [도
2] 참조), 결국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
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고체 건조제 제습기 제
어에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제습
기 작동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선행발명 1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두 발명의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같은 공기조화설비의 기본목적
은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기 위한 것에 있
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장치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
도와 습도 같은 파라미터를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고, 위 파라미터 수
치에 따라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두 발

판결요지
(청구기각)

명의 목적은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출원 명세서의 종래기술의 기재로부터 섹터들로 이루어진 하
우징을 구비한 고체 건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의미하며, 선행발명의 종래기술로 제시된 문헌들
을 통해서도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퍼지섹
터(정화부)는 일반적으로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있어서 오염된 휠을 정
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
명 1의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선행발명 1의 회수 휠이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처리 섹터(sector) 및 재활성화 섹터(reactivation 회수 휠을 갖는 환기 및 배출 시스템, 및 이
sector)가 제공된 건조제 휠을 구비하는, 회전식 같은 시스템의 제어에 관한 것으로(단락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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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고체 건조제 제습기를 동적으로(dynamically) 유 온도, 습도 또는 양자 모두가 또한 측정되며,
연성(flexibility) 있게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 회수-휠 속도는 또한 이들 측정치의 함수로서
서, 상기 장치는, 중앙 제어 유닛 및 하나 이상의 제어되며(단락 [15]), 온도 및 습도는 온도 및
센서들을 포함하며,

습도 센서(101, 102, 103, 104)에 의해 측정된
다(단락 [94]).
회수 휠(10)은 복귀/배출 기류(16)와 외부/공급
기류(14) 사이에 열, 수분 또는 양자 모두를
전달하면서 축(11)을 중심으로 도시된 방향으
로 회전한다. 외부/공급 기류(14) 및 복귀/배출
기류(16)(그리고 공급 및 배출 시스템)는 덕트
벽(15)에 의해 분리된다(단락 [06], 도 1a 참조).
제어기(35)는 압력, 온도, 습도 등 변수를 측정
하고 이를 기초로 회수 휠(10)의 회전 속도를
실시간·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단락
[15], [20], [72]).

상기 하나 이상의 센서들은, 상기 처리 섹터에 온도, 습도 또는 양자 모두가 또한 측정되며,
들어가는 공기 온도, 상기 재활성화 섹터에 들어 회수-휠 속도는 또한 이들 측정치의 함수로서
가는 공기 온도, 상기 처리 섹터를 떠나는 공기의 제어되며(단락 [15]), 온도 및 습도는 온도 및
평균 벌크 온도, 상기 재활성화 섹터를 떠나는 습도 센서(101, 102, 103, 104)에 의해 측정된
공기의 평균 벌크 온도, 그 다음 순차적 섹터로 다(단락 [94]).
회전하기 직전에 상기 건조제 휠의 처리 섹터를 제어기(35)는 압력, 온도, 습도 등 변수를 측정
떠나는 공기의 온도, 그 다음 순차적 섹터로 회전 하고 이를 기초로 회수 휠(10)의 회전 속도를
하기 직전에 상기 건조제 휠의 재활성화 섹터를 실시간·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단락
떠나는 공기의 온도, 상기 휠이 상기 처리 섹터 [15], [20], [72]).
및/또는 상기 재활성화 섹터를 벗어나서 회전하 공급공기(14b)의 휠(10) 뒤에 위치된 온도 센서
기 직전 공기 온도들, 퍼지(purge) 재순환 루프의 (102)는 공급 공기(14b)의 원하는 온도를 이송
양 면에서의 공기 온도들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휠(10) 속도를 감소시키
는 온도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처리 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단락 [83], 도 10).
섹터 및 상기 재활성화 섹터에 근접 배치되며
상기 중앙 제어 유닛에 작동되게 연관되고
상기 중앙 제어 유닛에는, 미리 결정된 알고리즘 제어기(35) 내의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 웨어는
을 사용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 출력 원하는 정화 효율 수준을 유지하면서,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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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신호(들)를 생성하기 위한 처리 유닛이 제공되며, 실시예에서, 회수 휠(10)을 통한 기류가 최대
상기 중앙 제어 유닛은, 처리 공기 이동 수단, 작동 범위로부터 최소 작동 범위로 변화할 때
재활성화 공기 이동 수단, 재활성화 공기 가열 전체 회수 효과(온도 및 습도 회수, 또는 이들
수단, 처리 공기 예비냉각(pre-cooling) 수단 및 중 하나 이상)의 증가 수준을 동시에 유지시킬
건조제 휠 회전 수단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수도 있도록 선택되거나 최적화될 수도 있는
제습기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 이상과 작동되게 휠(10) 회전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도
연결되어 제어 출력 신호를 제습기의 구성요소들 있다(단락 [72]).
중 하나 이상에 전송하고, 제습기의 구성요소들 전기 모터(31)는 풀리 및 벨트(32)로 휠(10)을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어하는,

구동시키며, 모터(31)의 속도는 모터속도제어
기(36)에 의해 제어된다(단락 [75]).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청구항 1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
보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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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도출
가능 여부이나, 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건조제 제습기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
명 1은 ‘HVAC 시스템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회수 휠을 구비한 장치의 제어’에 관한
것이며([발명의 명칭] 및 [배경기술]의 식별번호 [0002], [0003]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HVAC 건조용 휠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인 바([발명의 명칭]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제습 장치에 관한 기술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
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할 동기를 내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작동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습기의 제어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환기 시스템의 회수 휠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식별번호 [0013] 참조)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에
따라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식별번호 [0131]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특이성이 없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의 건조제 휠, 중앙 제어 유닛 및 센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회수 휠
(10), 제어기(35) 및 온도․습도 센서(101 ~ 104)에 대응되고([도 10] 참조), ① 구성
1에서 건조제 휠이 처리 및 재활성화 섹터를 구비한 점은 대응구성에서 회수 휠(10)
이 외부에서 공급 영역으로 가는 경로 및 복귀에서 배출로 가는 경로상에 위치하는
상, 하부 섹터를 구비한 점과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며([도 10] 참조), ②
구성 1에서 중앙 제어 유닛이 제습기를 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제어하는 점은 대응
구성에서 디지털 제어기(35)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에 따라 회수 휠의 회전 속
도를 제어하는 점과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식별번호 [0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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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2
구성 2는 ‘하나 이상의 센서들은, ..... 온도들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온도들을 측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범위 해석상 ‘하나의 센서가 하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구성 2에서 센서가 처리 섹터에 들어가
는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온도․습도 센서(101)가 외부/공
급 영역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점과 동일하다([도 10] 참조).
다만, 구성 2의 센서는 섹터에 근접 배치되는 반면, 대응구성에는 이에 대
한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센서를 처리 섹터에 근접하게
설치하는 것은 처리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의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재
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온도․습도 센서(101)가 회수 휠에 들어가는 외부 공
기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식별번호 [0094] 및 [도 10] 참
조)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
장 1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 3
구성 3에서 ① 중앙 제어 유닛이 수신된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점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디지털 제어기(35)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를 변수로서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는바(식별번호 [0131] 참조), 변
수가 미리 결정된 알고리즘에 사용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중앙 제어 유닛이 제어 출력 신호를 전송하여 건조제 휠
회전 수단의 기능을 제어하는 점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디지털 제어기가
측정된 온도에 의해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식별번호
[0131] 참조) 양 구성은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
의 주장 2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구성 3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도 온도 센서로부터의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신호를 제공하고 이 출력신호에 따라 휠(12)의 회전속도를 제
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식별번호 [0039] 및 [도 2] 참조), 결국 구성 3은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
상발명 1, 2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효과에 있어서도 각별한 차이
가 없다.

- 93 -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
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
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센서의 측정 대상 온도 또는 제어 대상 수단(구성요
소)을 선택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마쿠쉬 형식(Markush Type)이므로, 그 중 어느 하
나를 선택하여 선행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청구항 전부가 진보
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구성요소 2 가운데 ‘처리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 온도’, ‘재활
성화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 온도’, 구성요소 3 가운데 ‘건조제 휠 회전 수단’을 선행
발명 1의 구성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가) 공통점
두 발명은, 처리 섹터 및 재활성화 섹터(덕트 벽으로 구획된 상부 구역 및 하
부 구역)가 제공된 휠(회수 휠)을 구비하는, 회전식 제습기를 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제어(실시간·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 중앙 제어 유닛(제어기) 및
하나 이상의 센서들(온도 및 습도 센서들)을 포함하는 점에서 공통된다(구성요소 1
관련). 하나 이상의 센서들(온도 및 상대 습도 센서들 101, 103)은 처리 섹터에 들어
가는 공기 온도(온도 및 상대 습도 센서 101에 의해 측정되는 공기 온도), 재활성화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 온도(온도 및 상대 습도 센서 103에 의해 측정되는 공기 온
도)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온도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리 섹터 및 재
활성화 섹터에 근접 배치되고, 중앙 제어 유닛(제어기)에 작동되게 연관되는 점에서
동일하다(구성요소 2 관련).
중앙 제어 유닛(제어기)에는 미리 결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신된 데이터
(온도 및 습도 측정치)를 처리하고 제어 출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처리 유닛이 제
공되고, 중앙 제어 유닛(제어기)은 건조제 휠 회전 수단(전기 모터 및 모터속도 제어
기)과 작동되게 연결되어 제어 출력 신호를 건조제 휠 회전 수단(전기 모터 및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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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어기)에 전송하여 건조제 휠 회전 수단(전기 모터)의 기능(속도)을 제어하는
점(구성요소 3 관련)에서 동일하다.
나) 차이점
구성요소 1의 휠에는 고체 건조제가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회수
휠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공기를 제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냉
각’ 및 ‘건조제’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갑 제9호증, 단락 [02]),
건조제 제습기들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공기 흐름들이 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섹터들로 이루어진 하우징으로 구성되며(단락 [06]), 도 1은 기초적인 고체 건
조제 제습기의 개략도로, 이 유형의 제습기의 배열 및 작동상의 특성들은 당업자에
게 잘 알려져 있다(단락 [49])」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섹터들로 이루어진 하우징
을 구비한 고체 건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
임을 의미한다.
②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외부 공기를 조화하기 위하여, 회수 휠이 열, 습기
또는 둘 다를 배출공기와 흡입공기 사이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외부공기(14a)
는 회수 휠(10)을 통과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조화된 후 공급공기(14b)가 된다(을 제2
호증, 단락 [03], [06])」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회수 휠이 외부공기의 습
기 조절에 기여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환기 시스템은 상부 구역 및 하부 구역이 덕트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회수 휠이 설치된 구조(단락 [06], 도 1b)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이 ‘회전하는 회수 휠(10)의 내부로 공기가 통과함에 따라 회
수 휠(10)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습 성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성화 열 요구
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성화 섹터로부터 처리섹터로의 재활성화 열 캐리오버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휠에 ‘퍼지섹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재 및 이에 대한 실시예가
나타나 있고(갑 제9호증, 단락 [78], 도 13), 선행발명 1에도 회수 휠에 정화부(12)가
구비된 구조가 나타나 있다(을 제2호증, 단락 [06]).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의하면, 「종래 기술의 예인 미국 특허 제4,769,053
호, 제6,199,388호 및 미국 특허출원공보 제2004/152호는 발명자가 모두 선행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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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명자와 같고, 위 종래 기술들의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고(단락 [03]), 위 종래 기술로 언급된 발명들의 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종래 기술들은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회수 휠’을 구비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4호증의 2(청구항 1), 을 제5호증의 2(컬럼 2의 31~41행), 을 제6호증의
2(단락 [17]}.
위와 같이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퍼지섹터(정화부)가 설치된 기술’은 이 사건 출
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소개된 다수의 선행문헌에 이미 소개되어 있고(갑 제9호증, 단
락 [11], [13]),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도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는 점, 퍼지섹터
(정화부)는 일반적으로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있어서 오염된 휠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선행발명 1의 회수 휠이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의 도 1b]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 13]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소송
에 이르러 제출되었는바, 결정계 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운 선행문헌을 제시
하는 것은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 내지 6호증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종래의 기술’로 소개되어 있는 특
허공보 및 특허출원공보에 불과하고, 심사단계에서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위 ‘종래의 기술들’은 이미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된 ‘주지관용 기술이나 선행기술’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의 제출’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목적의 특이성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고체 건조제 제습기 제어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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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파라미터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제습기 작동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선행발명 1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어
서, 두 발명의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같은 공기조화설비의 기본목적은 실내 공
기의 온도와 습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기 위한 것에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장치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같은 파라미터를 센서를 이
용해 측정하고, 위 파라미터 수치에 따라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점에서 두 발명의 목적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퍼지 공기 유동(14c)
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을 제2호증, 단락 [11],
[13]), 위 목적은 제어기(35)가 제1변수(압력, 회수 휠을 통한 유량 등)를 측정하거나,
제1변수와 제2변수(온도, 습도)를 함께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회수 휠(10)의 회전 속
도를 실시간·능동적으로 제어하여 달성된다(을 제2호증, 단락 [15], [20], [72], 단락
[122], [131] 내지 [133], 도 18). 따라서 선행발명 1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과 마찬가지
로 사용자들이 파라미터들(압력, 온도, 습도 등)를 선택하여 제어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휠을 통과하는 온도를 감지하고 비교함으로
써 제습 성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성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단락 [64] 내
지 [66])’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작동의 유연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의 감소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행발명 1도 이 사건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파라미터들을 선택할 수 있어 고체식 건조제를 사용하는 제습기 작동의
유연성(실시간, 능동적 제어)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공기 유동(퍼지 공기 유
동)을 제어하여 에너지 소모 감소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센서의 설치 위치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센서들이 섹터에 근접하여 설치됨으로써 각 섹터
에 해당하는 부분을 움직이는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온도 및
습도 센서는 환기 시스템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공간(28) 전체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처리 섹터에 들어가는 공기의 습도를 측정하
고, 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중앙 제어 유닛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서를
처리 섹터에 근접하게 설치한다’고 기재(단락 [24])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명
세서에는 센서의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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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는 회수 휠의 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4개의 온도 및 습도 센서(101 내지 104)가 설치되어 있고(을 제2호증, 단락 [83], [94],
[95]), 위 센서들은 덕트를 기준으로 상부의
‘외부/공급기류’와 하부의 ‘배출/복귀 기류’

[선행발명 1의 도 10]

의 에너지 함량의 측정 또는 계산을 가능하
게 하고(을 제2호증, 단락 [96]), 이를 위해서
는 센서는 덕트 벽(15)에 의해 구획된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어 제어 대상인 회수 휠 전후
의 온도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의 기술자라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센
서를 회수 휠에 근접하게 설치할 것임이 자
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알고리즘 및 변수의 작용 차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를 통해 제어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제2변수(온도) 외에 제1변수(압력, 압력차, 회수 휠을 통한 유
량 또는 이들의 조합)가 있고, 도 18의 알고리즘에 의하면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단
계(186)’는 ‘제2변수를 측정하는 단계(187)’보다 앞서므로 제2변수(온도)는 회수 휠(10)
의 속도 조절을 위한 파라미터의 제어에 사용되지 않아 두 발명은 데이터 처리 경로
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회수 휠(10)의 회
전 속도는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 습도, 압력 등
을 기초로 하여 제어기(35) 내의 알고리즘 또는 소
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되며, 몇몇의 실시예에서는 온
도, 습도 또는 양자 모두가 측정되며, 측정된 제2변
수들은 파라미터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회수 휠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을 제2호증,
단락 [72], [131])」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1
의 도 18에는 단계(187)에서 측정된 제2변수(온도)
는 다시 단계(185a)로 피드백되어 단계(186)에서 파
라미터의 제어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가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구성이라 할 것이어서,
그 제어 원리와 데이터 처리 경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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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허6552 거절결정(특) 2018. 7. 2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액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3-0118885

2015원3487

<진보성>
 이 사건 발명 청구항 2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 선행발명(공개특허공보 제10-2010-35250호)
 을 제2호증 : 황산염(두산백과)
 을 제3호증 : 공개특허공보 2006-0099089호
 을 제5호증 : 발열반응(화학대사전)
 을 제11호증 : 과산화수소(두산백과)
 을 제12호증 : Hydrogen peroxide(Wikipedia)

입증방법

 을 제13호증 : 과황산염(화학대사전)
 을 제14호증 : 과산화이중황산염(화학대사전)
 을 제15호증 : 과산화황산암모늄(화학대사전)
 을 제16호증 : 과산화이중황산칼륨(화학대사전)
 을 제17호증 : 과산화이중황산나트륨(화학대사전)
 을 제18호증 : 과황산 암모늄(보일러용어사전)
 을 제19호증 : 페록소 이황산칼륨(화학용어사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식각억제제의 조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에도 ‘상기 제 1수용성 고리형 아민은 구리
에 대한 식각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배선의 직진성을 향상시킨
다’([0025]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양 구성은 모두 식각속도
조절과 테이퍼 각을 조절하는 원소로서 식각억제제가 동일한 것으로 구

심결요지

성 3의 식각억제제의 첨가량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
면, 구성 3의 억제제 함유량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예상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을 갖는
식각첨가제와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 배합비가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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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
에 대해 살피건대, 양 발명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공통이고, 황산염의
예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과황산염(0.05 내지
3중량%)과 식각첨가제(0.01 내지 2중량%)의 총 함량이 0.06 내지 5중
량%이고, 비교대상발명도 황산염이 0.5 내지 5중량%로 수치한정 범위
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
고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실시예와 비교예의 배합비율이 임계적의의
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통상
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선행발명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식각조성물의 제반 특성 내지 식각특성
유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각 속도라 할 수 있고, 선행발명의 명
세서 [표 2]의 기재에서도 식각액의 주요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식각 속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모두 식각 속도를 비롯한 식각 조성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선행발명은 식각 기능을 갖는 ‘과황산염’에 해당하는 물질까지 ‘황산염’
으로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리/몰리브데늄막
또는 구리/몰리브데늄 합금막의 식각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과황산염’을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과황산염 0.05 내지 3 중량%”는 통상의
판결요지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0.5 ~ 5중량%의 황산염”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청구기각)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 황산염으로 나열된 물질이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고 있어 상호 대체 가능한 물질에 해당함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식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
서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이 황산염의 예로 든 다른 물질과 상
이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구성요소 7에서 한정하고 있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율은 통
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
과할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서 과황산염과 황산염을 각각 선택한 후 각
물질의 중량%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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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2항 발명

선행발명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액 조성물로서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12~35중량%의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과산화수소 15 내지 과산화수소([0029]), 0.5 ~ 5중량%의 황산염
30 중량%(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과황산염 0.05 (황산염은 황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황산나
내지 3 중량%(이하 ‘구성 2’라 한다), 식각억제제 트륨, 과황산나트륨, 황산칼륨, 과황산 칼륨,
0.1 내지 3중량%(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킬레이 황산으로부터 하나 이상 선택될 수 있으며,
트제 0.1 내지 5중량%(이하 ‘구성 4’라 한다),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황산염은 구리의 식각
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fate) 및 속도를 높여 에칭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
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ate)으로 이다([0016]).), 0.1 ~ 5중량%의 제 1 수용성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고리형 아민(제 1수용성 고리형 아민은 구리에
포함하는 식각첨가제 0.01 내지 2중량%(이하 대한 식각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구성 5’라 한다), 불소화합물 0.01 내지 2중량%, 배선의 직진성을 향상([0025]), [0029]), 0.1
그리고 조성물 총 중량이 100 중량%가 되도록 ~ 5중량%의 킬레이트제([0029]), 0.0001 ~
하는 물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상기 0.5중량%의 플루오르 이온을 제공할 수 있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가 0.4:1 내지 불화물 및 전체 조성물 총 중량이 100중량%가
1.5:1인 것(이하 ‘구성 7’이라 한다)인 구리 및 되도록 하는 탈이온수를 포함([0029])하는 구
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액 조성물

리막, 구리/몰리브데늄막 또는 구리/몰리브데
늄합금막의 식각조성물([0001])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높은 식각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배선단락 우려가 없는 식각조성
물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은 식각조성물의 높은 식각속도에 대
해서는 관심이 없고 분해반응에 안정한 식각조성물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① 과황산염과 ②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의 성분을
일정비로 포함하는 것을 과제해결 수단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과황산염에 대응
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의 황산염만으로는 구리의 산화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선행발명에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결합 및 이들의 배합비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구성에 있어서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식각조성물에 과황산염을 포함함에 따라 선행발명에 비하여 구리의
식각속도가 매우 빠르면서도 식각조성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점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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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은 구리, 구리-몰리브덴 합금 박막의 식각액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구리/몰리브덴 함유 막 식각 조성물의 기본적인 성질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에 차이가 없다.
2. 구성에 있어서 선행발명에는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 대신 황산칼륨 및 황산나트륨
이 기재되어 있으며, 식각첨가제 배합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 7과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은 식각속도 증가와 배선단락방지
에 사용되는 식각액 조성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공통되고,
양 발명 모두 황산칼륨 및 황산나트륨을 포함한 성분들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과 황산칼륨 및 황산나트륨의 차이는 수소 원자의 포함
여부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양 성분들이 수소로 인한 pH 차이 외에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발명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총 함량 및 선행발명의 황산염의 성분 조성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서 구성 7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성 5,
7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목적 및 세부적인 물질 및 성분 조성범위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은 구리, 구리-몰리브덴 합금 박막의 식각액에 관한 발명으로 식각 조성물의 기본적인
성질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에 차이가 없고, 양 발명
모두 황산칼륨 및 황산나트륨을 포함한 성분들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과 황산칼륨 및 황산나트륨은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발명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총 함량 및 선행발명의 황산염의
성분 조성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서 구성 7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율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할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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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리와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 합금 막(이하 간단히 ‘구
리/몰리브덴 함유 막' 이라 함)의 식각액 조성물, 특히 TFT-LCD 디스플레이의 전극
으로 사용되는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액 조성물 및 구리/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시 구리 금속의 두께가 증가하여도 높은 식각속도로 공정시간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배선 단락 불량 우려가 없는 식각액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0001],
[0008] 참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구리, 구리/몰리브데늄, 구리/몰리브데
늄합금으로 구성된 금속배선을 일괄습식 식각하였을 때 제반 식각조성물의 특성을
확보하고, 식각공정 중에 증가하게 되는 금속 이온 농도에 대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 억제되어 식각특성이 오래 유지되며, 분해 반응에 안정한 식각조성물로 기
술분야가 서로 동일하고 식각속도의 유지와 배선단락의 불량제어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의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의 식각액 조성물로서 조성물 총 중량
에 대하여 과산화수소 15 내지 30 중량%’는 비교대상발명의 ‘구리막, 구리/몰리브데
늄막 또는 구리/몰리브데늄 합금막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12 ~ 35중량%의 과
산화수소([0029]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구성은 모두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의 과산화수소 조성물
의 중량%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의 ‘과황산염 0.05 내지 3 중량%’는 비교대상발명의 ‘0.5 ~ 5중량%의
황산염([0029]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구성은 모두 과황산염 조성물의 중량%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
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의 ‘식각억제제 0.1 내지 3중량%’는 비교대상발명의 ‘고리형 아민(아
미노테트라졸, 벤조트리아졸, 메틸벤조트리아졸, 1,2,3 트리아졸, 이미다졸, 인돌, 푸
린, 피라졸, 피리딘, 피리미딘, 피롤, 피롤린)([0025] 참조)’에 대응된다. 다만, 구성3
은 식각억제제의 조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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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는 ‘식각억
제제는 퓨란(furan), 티오펜(thiophene), 피롤(pyrrole), 옥사졸(oxazole), 이미다졸
(imidazole), 피라졸(pyrazole), 트리아졸(triazole), 테트라졸(tetrazole), 5-아미노테트라
졸(5-aminotetrazole), 또는 메틸테트라졸(methyltetrazole) 벤조퓨란(benzofurane), 벤조
티오펜(benzothiophene), 인돌(indole), 벤즈이미다졸(benzimidazole), 벤즈피라졸(benzpyrazole),
톨루트리아졸(tolutriazole), 히드로톨루트리아졸(hydrotolutriazole) 또는 히드록시톨루
트리아졸(hydroxytolutriazole) 등’([0039] 참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식각억
제제는 식각액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0.1 내지 3중량%으로, 식각억제제가 0.1중
량%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식각 속도 조절이 어렵고, 테이퍼 앵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며, 또 공정 마진이 적어 양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3중량% 초
과하여 포함되는 경우 식각 속도가 감소하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0040]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에도 ‘상기 제 1수용성 고리형 아민은 구리에 대
한 식각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배선의 직진성을 향상시킨다’([0025]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양 구성은 모두 식각속도 조절과 테이퍼 각을 조절하
는 원소로서 식각억제제가 동일한 것으로 구성 3의 식각억제제의 첨가량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구성 3의 억제제 함유량은 비교대상발명의 대
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예상되
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구성 4의 대비
구성 4의 ‘킬레이트제 0.1 내지 5중량%’는 비교대상발명의 ‘0.1 ~5중량%의
킬레이트제([0029]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구성은 모두 킬레이트제 조성물의 중량%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구성 5, 7의 대비
구성 5, 7의 ‘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fate) 및 황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sulfate)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
하는 식각첨가제 0.01 내지 2중량% 및 상기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가
0.4:1 내지 1.5:1인 것’는 비교대상발명의 ‘0.5 ~ 5중량%의 황산염, 상기 황산염은 황
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 과황산나트륨, 황산칼륨, 과황산칼륨, 황산으
로부터 하나이상 선택될 수 있으며([0016], [0029] 참조)’에 대응된다. 다만, 구성 5는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을 갖는 식각첨가제와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 배
합비가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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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염과 식각첨가제를 포함하는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 막은 식각속도 증가와 배
선단락방지에 사용되는 식각액 조성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공통인 점, ②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황산염(sulfate)의 예로는 황산수소칼륨
(potassium hydrogen sulfate), 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ate),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황산칼륨(potassium sulfate),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등일 수
있다’([0048]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에도 ‘상기 황산염은 황산암모
늄, 과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 과황산나트륨, 황산칼륨, 과황산 칼륨, 황산으로부터
하나이상 선택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0016] 참조)라고 동일하게 기재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과황산염(0.05 내지 3중량%)과 식각첨가제
(0.01 내지 2중량%)의 총 함량이 0.06 내지 5중량%이고, 비교대상발명도 황산염이
0.5 내지 5중량%로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
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④ 구성 7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실시예와 비교예
의 배합비율이 임계적의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구성 5, 7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내용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바) 구성 6의 대비
구성 6의 ‘불소화합물 0.01 내지 2중량%, 그리고 조성물 총 중량이 100 중
량%가 되도록 하는 물을 포함하며’는 비교대상발명의 ‘0.0001 ~ 0.5중량%의 플루오
르 이온을 제공할 수 있는 불화물 및 전체 조성물 총 중량이 100중량%가 되도록 하
는 탈이온수([0029]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구성은 모두 불소화합물 및 물 조성물의 중량%의 수치한정
범위가 서로 포함하거나 또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6과 선행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①
구리 및 몰리브덴을 함유한 금속막의 식각액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그 조성비가 중복되는 점, ② 식각액 조성물에 황산 계열의 염을
포함하고 그 조성비가 중복되는 점, ③ 식각액 조성물에 식각억제작용을 하는 물질
을 포함하고, 그 조성비가 중복되는 점, ④ 식각액 조성물에 킬레이트제를 포함하고,
그 조성비가 동일한 점, ⑤ 식각액 조성물에 황산염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그 조성
비가 중복되는 점, ⑥ 식각액 조성물에 불소화합물을 포함하고, 그 조성비가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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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중량이 100 중량%가 되도록 물을 포함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⑵ 한편, 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식각액의 조성물에 ‘과황산염’
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황산염’의 종류로 ‘과황산염’에 해
당하는 물질들을 포함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과황산염’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하 ‘차이점 1’), ② 구성요소 5는 식각첨가제로 ‘황산수
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위 물질들이 사
용 가능한 황산염의 종류로 나열되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2’), ③ 구성요소 7은 과
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를 0.4:1 ~ 1.5:1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조성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3’)에서 차이
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및 2
⑴ 선행발명의 ‘황산염’이 ‘과황산염’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황산염’은 황산 H2SO4의 수소가 금속으로 치환된 조성의 염(M2SO4)으로
황산 이온 SO42-를 포함하는 정사면체 형상의 이온 결정을 지칭하는 것이고, ‘과황
산염’은 과산화황산염(M2SO5) 또는 과산화이중황산염(M2S2O8) 혹은 양자를 총칭
하여 부르는 것으로, 위 두 용어는 서로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으나(갑 제9, 11호증
참조), 과황산염으로 불리는 물질의 황원자 또는 황의 산화수가 황산염과 마찬가지
로 +6이므로 “과”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을 제
13, 14, 15호증 참조).
㈏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과황산염’의 기능 및 작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과황산염’은 구리 및 몰리브덴 함유막
을 식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조성비에 의해 식각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0035] 본 발명에 따른 식각액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과황산염은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 과황산암모늄(ammonium persulfate)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
진 군에서 선택될 수 있으나,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6] 과황산염의 함량이 과산화수소 100 중량부에 대하여 0.5 중량부 미만이면 원하는 식각
속도, 즉 구리막 식각속도 140Å/s 이상, 몰리브덴 함유막 식각 속도 15Å/s 이상을 얻을 수 없고,
10중량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선이 단락되는 불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산화수소 100중
량부 대비 과황산염의 함량은 0.5 내지 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8중량부 또는 0.5 내지
7중량부이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식각첨가제의 기능 및 작용과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식각첨가제로 사용되는 ‘황산염’은 ‘과황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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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각 기능을 보조하는 보조 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테이퍼 프로파일’을 개선시키
는 기능을 하되, 황산수소칼륨, 황산수소나트륨,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암모늄
등이 모두 식각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능과 작용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046] 식각첨가제는 구리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 합금에 대한 보조 산화제의 역할을 하며
테이퍼 프로파일을 개선시킨다. 상기 식각첨가제로는 무기산, 유기산 또는 이들의 염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중 1종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0047] 구체적으로 상기 무기산은 황산, 질산, 인산, 염산 또는 불산 등일 수 있으며, 상기 유기산
은 아세트산, 포름산, 부탄산, 시트르산, 글리콜산, 옥살산, 말론산, 펜탄산, 프로피온산, 타르타르
산, 글루콘산, 글리코산, 또는 숙신산 등일 수 있다. 또 상기 염은 상기 언급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의 염을 의미한다.
[0048] 특히, 황산염(sulfate)의 예로는 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fate), 황산수소나트
륨(sodium hydrogen sulfate), 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황산칼륨(potassium sulfate), 황산암모
늄(ammonium sulfate) 등일 수 있다.
[0049] 상기 식각첨가제는 식각액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중량%로 포함될 수 있다. 식각첨가제가 0.1중량%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식각첨가제 사용에
따른 테이퍼 프로파일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5중량% 초과하여 포함되는 경우 과량의 식각첨가제
로 인해 오히려 식각특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위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과황산염’은 주
로 식각 기능을 수행하고, ‘황산염’도 ‘과황산염’을 보조하여 식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황산염’은 ‘과황산염’보다는 약하지만 식각 작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황산염’이 테이퍼 프로파일을 개선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0046]), 이 역시 ‘황산염’의 식각 작용에 관한 기능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황산염’의 이질적인 기능 내지 작용효과에 관한 기재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 그런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과산화수소, 황산염, 인산염
… 를 포함하는 구리막, 구리/몰리브데늄막 또는 구리/몰리브데늄합금막의 식각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황산염은 황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 과황산나
트륨, 황산칼륨, 과황산 칼륨, 황산으로부터 하나 이상 선택될 수 있으며, 이에 제한
되지 않는다. 상기 황산염은 구리의 식각속도를 높여 에칭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효
과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0015], [0016]), 선행발명에서 종래 기술로 제시된 대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6-99089호로 공개된 발명의 명세서에도 “본 발명의 구체
적인 금속배선 식각용액은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12 내지 35 중량%의 과산화
수소, 0.5 내지 5 중량 %의 황산염, 0.5 내지 5 중량%의 인산염 … 를 포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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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한다. 상기 황산염 화합물은 황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 과황
산나트륨, 황산칼륨 및 과황산칼륨 중 최소한 하나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것을 특징
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0019], [0020]), 선행발명 및 종래 기술은 ‘황산
염’과 ‘과황산염’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황산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
기하였으며, 양자 모두 식각 기능을 갖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다.
⑵ 차이점 1의 용이 극복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식각 기능을 갖는 ‘과황산염’에 해당하는
물질까지 ‘황산염’으로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리/몰리
브데늄막 또는 구리/몰리브데늄 합금막의 식각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과황산염’을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과황산염 0.05 내지 3 중량%”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0.5 ~ 5중량%의 황산염”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기술분야에서 ‘황산염’에는 ‘과황산염’이 포함되
지 않는 것이 기술상식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은 식각 반응의 분해반응 안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참작하
더라도 과황산염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황산염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황산염의 잘
못된 호칭일 가능성이 있고, 선행발명 및 종래 기술은 ‘황산염’과 ‘과황산염’을 특별
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황산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 을 제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7. 25.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07-77113호로 공개된
“알루미늄계 금속막 및 몰리브덴계 금속막의 적층막용에칭액”에 관한 발명에는 황
산암모늄,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등의 황산염과 과황산염인 과산화이황산암모늄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상호 대체 가능한 물질로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참작하더
라도 황산염만을 선택할 가능성만 있고, 과황산염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차이점 2의 용이 극복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식각첨가제로 제시
된 황산염에 관하여 “황산염(sulfate)의 예로는 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fate), 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fate), 황산나트륨(sodium sulfate), 황산칼
륨(potassium sulfate),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등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
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황산염으로 나열된 위 물질이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고 있어 상호 대체 가능한 물질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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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서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이 황산염
의 예로 든 다른 물질과 상이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 제출된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무기산, 유기
산 및 이들의 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식
각첨가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암모늄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2014. 8. 25.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암모늄”을 개시
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4. 10. 27. 이 사
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식각첨가제의 종류를 “황산수소칼륨, 황산수소나트
륨”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물질들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보정은 보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
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물질을 전부 포괄하여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보정으로 인하여 청구범위에서 제
외된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암모늄 등이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과 상
이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황산염은 황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 황
산나트륨, 과황산나트륨, 황산칼륨, 과황산 칼륨, 황산으로부터 하나 이상 선택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5의 “황산수소칼
륨 및 황산수소나트륨 0.01 ~ 2중량%”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제시되어 있
는 “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조성비율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트륨은 황산나트륨, 황산
칼륨, 황산암모늄 등과 달리 물에 용해되어 pH를 낮추므로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
을 안정시키는 점에서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산수
소칼륨이나 황산수소나트륨이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황산칼륨이나 황산나
트륨보다 pH가 낮고 그로 인해 식각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 황산수소칼륨 및 황산수소나
트륨이 물에 용해되어 pH를 낮추므로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을 안정시킨다는 내용
의 기재가 전혀 없고, pH를 낮춤으로써 과산화수소의 분해반응을 안정시켜 식각 조
성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술사상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서 전혀 언
급되거나 시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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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3
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상기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
비가 0.4:1 내지 1.5:1인 것”인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조성물 총 중량
을 기준으로 0.5 ~ 5중량%”의 황산염 조성비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
발명에서 ‘황산염’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로서의 ‘황산염’
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나아가 구성요소 7에서 한정하고 있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율
의 기술적 의의 또는 임계적 의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
에는 실시예로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황산염)의 조성비가 0.4:1 내지 1.5:1인 경우
와 그에 대비되는 비교예로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황산염)의 조성비가 0.1:1 및
2.7:1인 경우의 실험결과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표 2]

위 실험결과에 따르면, 비교예 2는 과황산염의 조성비가 실시예 1 내지
4보다 낮고, 비교예 3은 과황산염의 조성비가 실시예 1 내지 4보다 높은데, 과황산염
을 첨가할 경우 식각 조성물의 식각 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
명하므로, 비교예 1 및 2의 경우 과황산염을 적게 넣거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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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느리고 온도변화가 없다는 점, 비교예 3의 경우 과황산염을 많이 넣었기 때
문에 식각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상승했다는 점은 과황산염의 기능 및 작용효과를
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불과하다(구리와 몰리브덴 합
금의 각 식각속도가 비교예 2는 114/14Å/s이고, 비교예 3은 174/23Å/s이며, 실시예
1 내지 4는 141/20Å/s 내지 164/27Å/s이다).
그러므로, 위 실험결과는 구성요소 7과 같이 조성비율의 수치범위를 한
정한 데에 따른 기술적 의의 또는 임계적 의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명세서에서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황산염)의 조
성비인 0.4:1 내지 1.5:1의 수치범위 밖의 부분과 작용효과 등에서 구별되는 임계적
의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재도 찾아볼 수 없다.
⑶ 결국 구성요소 7에서 한정하고 있는 과황산염과 식각첨가제의 배합비율
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할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서 과황산염과 황산염을 각각 선택한 후 각 물질의 중량%를 적절히 선택
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⑷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과황산염과 황산수소칼륨/황
산수소나트륨의 성분을 일정비로 하는 것을 과제해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선행
발명은 과황산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과황산염과 황산염
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은 황산염과 과황산염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함께 사
용하여 식각액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식각액 조성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식각 속도
가 너무 빨라 패턴의 직선성이 좋지 않으므로 식각 속도 제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0005]), 조성 변화를 통해 식각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식각조성물의 특성을 유지하
고자 한다는 점([0043], [0044])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도 식각액 조성 물질의 배합
비율 변화를 과제 해결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2 수용성 고리형 아
민, 글리콜 등 추가적인 성분을 더 배합한다는 점만으로 과제해결 수단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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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허7173 거절결정(특) 2018. 8. 1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펄스 가스의 고속 전달 장치 및 그 방법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3-7010982

2015원4415

<진보성>
 이 사건 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 선행발명 1(미국출원공개공보 US2006/0130744호)
 을 제2호증 : 선행발명 2(미국특허공보 US6913031호)

입증방법

 을 제3호증 : 레귤레이터(자동차용어사전)
 을 제4호증 : 압력조정밸브(철도관련큰사전)
 을 제8호증 : 압력조정밸브(기계공학용어사전)
 을 제9호증 : 가스레귤레이터의 예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의
대기실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구비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은 가스 전달 챔버가 예비 충
전되는 동안 가스 전달 챔버 내의 가스의 초기 압력의 변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가스 충전
용량부(13)의 가스 유입의 상단부에 제1 컷오프 밸브(12) 외에 매뉴얼 밸

심결요지

브(11)이 마련되어 있으나, 매뉴얼 밸브(11)의 작동을 통해 가스 충전 용
량부(13)에 제공되는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
제가 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매뉴얼 밸브(11)는 그 명칭을 레귤
레이터(11)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20 칼럼, 40 ~ 59 줄 참조), 레귤레이
터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을 구비한 것으로 파악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레귤레이터(11)와
제1 컷오프 밸브(12) 사이의 배관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2에도 실질적
으로 구비된 구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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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가스전달챔버로의 예비 충전을
각각의 펄스 전달시마다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가스 충전은 다수
의 펄스 배출을 수행한 후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입구밸브
및 출구밸브의 개폐 회수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입구 밸브와
출구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수의 펄스 배출 이후 전달챔버를 충전하는 선행발명 1의 실시례에서 1
회 펄스 가스 배출 이후에 1회 펄스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기 위해 재충전
을 위한 기준 압력을 1회 펄스 배출량에 의해 변동되는 압력으로 변경하
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
항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
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 또는

판결요지
(청구기각)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으로부터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같이 가스전달
챔버로 일정한 압력 가스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대기실의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차이점 2), 구성
요소 5에서 보다 정확한 가스펄스의 전달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기실을 구
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2 또한 그 필요에 따라 레귤레이터를 선
택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발명 1, 2는 모두 펄스 유량
전달 시스템에 관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양 발명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레귤레이터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
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목표로 하는 질량의 가스의 펄스를 프로세스 전달챔버(12)(도1, 2), 상기 챔버(12) 내로의
챔버 또는 프로세스 툴(tool)에 전달하는 가스 질량 유동을 제어하는 제1밸브(14)(문단번호
전달 장치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가스 전 [0026]), 도1, 2), 상기 전달챔버(12)로부터의
달 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가스 전 질량 유동을 제어하는 제2밸브(16)(문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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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챔버로 유입되는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0026]), 도1, 2), 전달챔버(12)로부터 전달된
설치되는 유입 밸브(이하 ‘구성 2’라 한다), 가 총 질량(Δm)을 계산하는 계산식에 초기 압
스가 상기 가스 전달 챔버로부터 펄스 상태로 력이 변수로 포함(문단번호 [0048], 식 (5))되
유출되도록 상기 가스 전달 챔버에서 유출되는 고, 질량 유동 전달 시스템(10)의 제어기(24)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고,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는 도 3의 방법(100)을 수행한다. 도 3의
내 가스의 초기 압력의 함수로서 각각의 선택 109, 1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달챔버(12)
된 질량을 제어하도록 설치되는 유출 밸브(이 내의 압력이 미리 결정된 상위 수준에 도달
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각각의 가스 펄스를 하는 경우 및 도달할 때 입구밸브(14)를 폐
전달하기 전에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 가스의 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며(문단번호[0031],
시작 압력의 변동이 제어되어, 질량 전달의 반 [0032], 도 3), 입구 밸브(14)는 전달챔버(12)
복성(repeatability)을 각각의 펄스의 지속시간 를 압력 상위 수준으로 채우도록 한번 개방
의 함수로서 향상시키도록, 각각의 가스 펄스 되고, 출구 밸브(16)는 전달챔버(12)가 하위
를 전달하기 전에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의 압력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챔버로부터
가스를 일정한 초기 시작 압력 설정점으로 예 전구체 가스의 개별 펄스를 전달하도록 여
비충전하기 위해 상기 가스 전달 챔버에 유입 러번 개방(문단번호 [0038], 도4)되는 전구
되는 가스의 압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고 설치 체 가스들의 펄스형 질량 유동을 반도체 처
되는 압력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4’ 리 챔버들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라 한다), 상기 압력 제어 장치는, 상기 가스를 수 (문단번호 [0002])
용하도록 구성 및 배치된 대기실(antechamber)
을 포함하고, 상기 대기실은 각각의 가스 펄스의
전달 전에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의 가스의
초기 압력의 변동을 제어하도록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위해 상기 가스 전달 챔버가
예비충전되는 동안 상기 유입 밸브를 통해 상
기 가스 전달 챔버로 일정한 압력 가스의 공급
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연결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가스 전달 장치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 1항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조합
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구성요소 4는 각각의 펄스 전달 이전에 가스 전달 챔버의 초기 충전 압력을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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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하여 그 변동을 최소화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충전 후 복
수의 가스 펄스를 전달한 후 압력 하한치에 도달한 경우 충전하는 구성으로 서로 상
이하다.
2) 구성요소 5의 대기실은 가스를 수용하기 위한 체적을 가져야 하고 전달챔버에 제동
된 가스의 상류압력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나 선행발명 2의 수동 레귤레이터 밸브와
제1컷오프 밸브 사이의 배관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상이하다.

◈ 피고 주장
차이점 1과 관련하여, 비록 선행발명 1에 유입되는 가스의 양 및 챔버의 압력을 일정하
게 제어하는 컴퓨터제어기(CPU)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펄스마다 가스 전달 챔버의 초
기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기재가 없지만, 선행발명 1 역시 가스 전달 챔버를 일정한
설정압력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하
여 입력하게 되는 설정압력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매 펄스마다 같도록 초기압력
으로 설정하는 것은 단지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차이점 2과 관련하여, 비록 선행발명 1에 구성 5의 대응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밸브에 공급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기실과 이런 대기실과 선택적으로 연
결하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양 발명의 유출 밸브와 동일한 것으로, 매우 통상적인 구성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분야의 발명인 선행발명 2에 구성 5와 마찬가지로 가스 전달 챔버가
예비충전되는 동안 유입밸브에 공급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레귤레이터가
기재되어 있다. 레귤레이터는 구성 5와 마찬가지로 입력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한 통상적인 구성으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공간(구성 5의 대기실에 해당)과
이 버퍼공간과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유출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밸브
를 포함한다. 또한, 레귤레이터는 해당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적인
구성으로, 통상적으로 모든 챔버의 가스 공급부에 설치되는 구성에도 해당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스 전달 챔버의 압력 전달 방식 및 대기실을
포함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입구밸브 및 출구밸브의 개폐 회수나 충전을 위한 기준 압력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입구 밸브와 출구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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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의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5에서 보다 정확한 가스펄스의 전달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기실을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2 또한 그 필요에 따라 레귤레이터를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발명 1, 2는 모두 펄스 유량전달 시스템에
관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며, 양 발명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레귤레이터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펄스 가스의 고속 전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
교대상발명 1 및 2 역시 펄스 가스를 활용하여 공정 챔버에 가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것이다.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신속하고 정확한 양의 가스를 전달하고
자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역시 정확한 양의 프로세스 가스를 반도체 제조
공정 챔버에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
비해 볼 때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전제부, 구성 1 내지 구성 4
전제부는 ‘목표로 하는 질량의 가스의 펄스를 프로세스 챔버 또는 프로세스
툴(tool)에 전달하는 가스 전달 장치로서’인데,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정
확한 양의 프로세스 가스를 반도체 제조 공정 챔버에 제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어
서(식별번호 [0002] 참조), 대응되는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1은 ‘가스 전달 챔버’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챔버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전달 챔버(12)가 개시되어,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2는 ‘상기 가스 전달 챔버로 유입되는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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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입 밸브’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스 전달 챔버(12)로 유입되는 가스의 흐름
을 제어하는 제1 밸브(14)가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0026], 도면 1, 2 참조),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3은 ‘가스가 상기 가스 전달 챔버로부터 펄스 상태로 유출되도록 상기 가
스 전달 챔버에서 유출되는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고,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 가스
의 초기 압력의 함수로서 각각의 선택된 질량을 제어하도록 설치되는 유출 밸브’인
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스 전달 챔버(12)로부터 유출되는 가스가 펄스 상태로 유
출되도록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2밸브(16)가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0026], 도
면 1, 2 참조),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4는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전에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 가스의
시작 압력의 변동이 제어되어, 질량 전달의 반복성(repeatability)을 각각의 펄스의 지
속시간의 함수로서 향상시키도록,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전에 상기 가스 전
달 챔버 내의 가스를 일정한 초기 시작 압력 설정점으로 예비충전하기 위해 상기
가스 전달 챔버에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고 설치되는 압력 제
어 장치’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압력센서(18), 온도센서(20), 제1,2 밸브(14, 16) 및
입력 인터페이스(22)와 연결되고, 유입되는 가스의 양 및 챔버의 압력을 제어하는
CPU(24)가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0029], [0031] ~ [0035] 도면 1, 2 참조),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나) 구성 5
구성 5는 ‘상기 압력 제어 장치는, 상기 가스를 수용하도록 구성 및 배치된 대
기실(antechamber)을 포함하고, 상기 대기실은 각각의 가스 펄스의 전달 전에 상기
가스 전달 챔버 내의 가스의 초기 압력의 변동을 제어하도록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위해 상기 가스 전달 챔버가 예비충전되는 동안 상기 유입 밸브를 통해
상기 가스 전달 챔버로 일정한 압력 가스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연결
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대기실에 대응되는 구성이 구비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은 가스 전달 챔버가 예비 충전되
는 동안 가스 전달 챔버 내의 가스의 초기 압력의 변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가스 충전 용량부(13)의 가스 유입의 상
단부에 제1 컷오프 밸브(12) 외에 매뉴얼 밸브(11)이 마련되어 있으나, 매뉴얼 밸브
(11)의 작동을 통해 가스 충전 용량부(13)에 제공되는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매뉴얼 밸브(11)는 그
명칭을 레귤레이터(11)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20 칼럼, 40 ~ 59 줄 참조), 레귤레이
터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을 구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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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레귤레이터(11)와 제1 컷오프 밸브(12)
사이의 배관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
로,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2에도 실질적으로 구비된 구성으로 인정된다.
(3) 대비결과의 종합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
원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에 문언
적으로 직접 개시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비교대상발명 1 및 2가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의 기술들인 점과 비교대
상발명 2의 레귤레이터(11)와 같은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밸브(11)의 상단에
부가함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조에 각별한 변동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
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결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나.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1) 구성요소 1 내지 3
구성요소 1의 가스전달챔버와 선행발명 1의 전달챔버(12)는 각각 프로세스
챔버 및 반도체 처리 챔버로 펄스형 가스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
다. 한편, 구성요소 2의 유입 밸브와 선행발명 1의 제1밸브(14)는 각각 가스전달챔버
(전달챔버)로 유입되는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목적 및 기
능이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3의 유출밸브와 선행발명 1의 제2밸브(16)는 가스전
달챔버(전달챔버) 내의 압력에 기초하여 가스전달챔버(전달챔버)로부터 유출되는
가스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른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정확한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위한 압력제어장치에 관한 것인
데, 선행발명 1의 제어기(24) 또한 아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펄스마다 동일한 질량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으로 서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 4의 펄스 전달 전에 가스전달챔버의 압력을 초기 시작 압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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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예비충전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전달챔버(12) 내의 압력이 미리 결정된
상위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제1밸브(14)를 폐쇄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질량 유동 전달 시스템(10)의 제어기(24)는 도 3의 방법
(100)을 수행한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시작시 제어기(24)는 도 3의 1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인터페이스(22)를 통해 전구체 가스의 각 펄스에 포함된 원하는 질량 유동(즉, 설정점)을 수용
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제어기(24)는 또한 1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하는 수의 펄스를 수신하도
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후략)(문단번호 [0031]).
제어기(24)는 또한 도 3의 1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구 밸브(16)를 폐쇄하고, 도 3의
1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또는 입구 밸브(14)를 챔버(12)로 개방하고, 도 3 의 10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압력 변환기(18)를 이용하여 챔버 내의 압력을 측정하고, 도 3의 109 및
1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챔버(12) 내의 압력이 미리 결정된 상위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및
도달할 때 입구 밸브(14)를 폐쇄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후략)(문단번호 [0032]).

다만, 구성요소 4의 압력제어장치는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전에 가스전달
챔버 내의 가스를 예비충전함에 반해 선행발명 1의 제어기는 전달챔버(12)가 하위
압력 수준으로 떨어지면 제1밸브를 개방(문단번호 [0038], 도4)하는 제어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즉, 구성요소 4에서는 가스전달챔버로의 예비 충전을 각각의 펄스 전
달시마다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가스 충전은 다수의 펄스 배출을 수행한 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스 충전 방식의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3)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가스전달챔버로 일정한 압력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택적
으로 구성요소 4의 압력제어장치에 ‘대기실의 구성’을 부가하여 한정한 것인데, 선
행발명 1에서는 위와 같은 대기실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가스전달챔버로의 예비
충전을 각각의 펄스 전달시마다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가스 충전은 다수의
펄스 배출을 수행한 후 수행된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
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으로부터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아래 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입구
밸브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입구 밸브를 덜 빈번하게 이용하고자, 다수의 펄스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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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이후에 입구 밸브를 개폐하여 펄스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입구밸브 및 출구밸브의 개폐 회수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입구 밸브와 출구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1 또는 입구 밸브가 덜 빈번하게 이용되어 입구 밸브가 연장된 수명을 갖게 된다. 제1밸브는
각 펄스마다 개폐할 필요가 없으므로 덜 빈번하게 이용된다(문단번호 [0010]).
입구 밸브는 챔버를 압력상위수준으로 채우도록 한번 개방되고 출구 밸브는 챔버가 하위 압력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챔버로부터 전구체 가스의 개별 펄스를 전달하도록 여러번 개방된다. 이
러한 방식으로, 입구 밸브는 단지 챔버를 채우기 위해 개방되고 전달된 각각의 개별적인 가스
펄스에 대해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입구 밸브는 출구 밸브보다 훨씬 덜 빈번하게 이용된다(문단
번호 [0038])

나) 다음으로 선행발명 1의 다수의 펄스 배출 이후 전달챔버를 충전하는 실시
예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1회 펄스 가스 배출 이후 1회 펄스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본다. 선행발명 1이 다수의 펄스 배출 이후 전달챔버를 충전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
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기재(도3 및 문단번호 [0031] 내지
[0036]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펄스 가스를 방출시마다 챔버 내의
압력을 측정하고 챔버내의 압력이 일정치 이하인 경우 챔버를 재충전 하도록 제어
하는 점, 상기 재충전을 위한 기준 압력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선행발명 1의 명세서 문단번호 [0036] 참조),
선행발명 1에서 1회 배출되는 펄스 가스의 양은 제어기를 통해 입력되는 점, 펄스
샷 타입 유동 제어기 및 펄스 샷 타입 유동 제어 방법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2에
는 제1 차단 밸브의 개폐동작 및 제2 차단 밸브의 개폐 동작을 반복하는 구성이 나
타나 있는 점(선행발명 2의 명세서 컬럼 2의 42~45줄 및 컬럼 3의 38~41줄 참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수의 펄스 배출 이후 전달챔버를 충전하는 선행발명 1의
실시례에서 1회 펄스 가스 배출 이후에 1회 펄스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기 위해 재충
전을 위한 기준 압력을 1회 펄스 배출량에 의해 변동되는 압력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차이점 2의 경우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같이 가스
전달챔버로 일정한 압력 가스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대기실
의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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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으로
부터 차이점 2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성요소 5는 펄스 전달 전에 가스 전달 챔버 내의 초기 압력의 변동을
줄이고자 가스전달챔버로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가스전달챔버
로 일정한 압력 가스를 제공하며 가스를 수용하기 위한 체적을 가진 대기실을 선택
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발명 2의 명세서 도 1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에서 필요한 특정 공기압을
설정하면 그 설정된 공기압이 그 장비에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인 ‘레귤레이터(11)’
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유입밸브(14)에 대응하는 제1밸브(12)의 앞단에 배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아래 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레귤레이
터의 기능 또한 이 사건 1항 출원발명의 전달챔버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용량(13)에
일정한 압력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
과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고, 레귤레이터(11)는 제1차단밸브(12)의 전단에 위치하므
로 제1차단밸브의 개폐동작에 의해서 가스충전용량(13)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사
건 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과 구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본 발명의 펄스 샷 타입 유동 제어기 및 펄스 샷 타입 유동 제어 방법에서, 펄스 샷 타입이라
고 불리는 새로운 타입이 이용되고, 즉 제 1 차단 밸브의 개폐 동작을 수행하고, 그 후 제 2
차단 밸브의 개폐 동작을 수행하는 펄스 샷이 반복되고, 제 2 차단 밸브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의
용적 유동은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가스 충전 용량의 충전 후 압력 및 배출 후 압력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고, …(중략)…(3) 가스의 압력을 조절하지 않고, 레귤레이터와 같은 장치가 불필요하
게 되어 구성요소가 간단해진다(컬럼 2, 64행~컬럼 3, 15행)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의 명세서(컬럼 2의 64행~컬럼 3의 15행)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레귤레이터는 가스충전용량에 가스가 충전된 후와 배출된 후
의 압력을 측정하여 가스의 배출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가스의 압력을 조절할
필요가 없으므로 레귤레이터가 불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선행발명 2로
부터 대기실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
재는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명 2의 경우 가스 충전 용
량에서 압력이 측정되므로 이와 별도로 그 전 단계에서 레귤레이터를 통한 정확한
압력을 제어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감소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즉, 구성요소 5에서 보다 정확한 가스펄스의 전달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기실을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2 또한 그 필요에 따라 레귤레이터를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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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선행발명 2의 레귤레이터의 구성을 선행발명 1의 펄스유량분배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선행발명 1은 반도체 제조장비
에 관한 것으로 전구체 가스들의 펄스형 질량 유동을 반도체 처리 챔버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선행발명 1의 명세서 문단번호 [0002] 참조)이고, 선
행발명 2는 가스의 용적 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펄스 샷 타입 유동 제어기 및 제어방
법에 관한 것(선행발명 2의 기술분야 참조)으로서 양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모두 펄
스 유량전달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
는 ‘정밀한 양의 공정 가스를 반도체 처리 챔버에 전달’이고, 선행발명 2의 기술적
과제는 ‘가스의 용적 유동을 제어’로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과제 또한 동일하다.
이외에도 양 발명은 챔버 또는 가스충전용량의 충전하고자 하는 압력에 대한 기준
치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제1차단밸브(12) 앞단에 설치
된 선행발명 2의 레귤레이터를 선행발명 1의 제1밸브(14) 앞단에 추가하더라도 선행
발명 1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달리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레
귤레이터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기타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밸브의 응답 시간 불확실성에 따른 가스 전달 챔
버 내 가스의 시작 압력의 변동을 제어함으로써, 각각의 가스 펄스를 전달하기 전에
챔버 내의 가스를 일정한 초기 시작 압력 설정점으로 예비충전하기 위한 구성이 나
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가스전달챔버를 일정한 초기 시작
압력 설정점으로 예비충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가스 전달 챔버
에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술적 해결 수단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에는 챔버에 일정한 압력의 가스를 공
급하기 위한 레귤레이터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발명 2의 매뉴얼 밸브/레귤레이터(11)와 컷오프 밸브
(12) 사이에는 배관의 압력을 센싱하여 레귤레이터(11)의 개폐를 능동적으로 제어하
는 구성이 없으므로 레귤레이터(11)은 대기실과 상이한 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항에는 대기실 또는 대기실과
유입밸브 사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에 대한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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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기실의 압력 센서가 이 사건 1항 출원발명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대기실은 버퍼 체적을 사용함
으로써 가스전달챔버 내 충전 압력의 변동이 최소화 되는데 반해 선행발명들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실의 역할과 선행
발명 2의 레귤레이터의 기능이 동일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하며 선행발
명 2의 레귤레이터 내부에도 가스를 수용하는 소정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기술상
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123 -

6. 2017허7685 거절결정(특) 2018. 6. 7.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내파성의 다연장 부유터빈에 의한 조류력 발전장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88777

2017원641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1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2
(가) 구성 1
구성 1의 해저고정체(40)에 와이어로프(30)로 연결된 2척의 발전선박
(32)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해저고정선(12)에 연결되고 발전기(13)를 구비하
고 있는 부류선체(8)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 1은 장력완충용 부구(31)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성 1의 장력완충용 부구(31)는 조류에 의해 발전선박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식별번호 [0020]), ② 비교대상발명 1
에서도 부류선체(8)가 기울어지거나 전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발
명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식별번호 [0019]), ③ 해양 구조물에서 와이어의
연결 시에 장력 완충을 위해 부구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적 기술 사

심결요지

항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부류선체(8)의 기울어짐을 막기 위
해 해저고정선(12)에 완충용 부구를 구비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기
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성 2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발전기(13)의 구동부에 연결된 수평회
전축(1)에 다수의 블레이드(5)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
은 조력에 의한 다수의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발전기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동일하고, 다만 구성 2는 회전축과 터빈축이 ‘유니버셜조인트’에
의해 다연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
은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블레이드(5)가 결합되어 있는 수평회전축(1)
을 통상의 유니버셜조인트에 의해 다연장으로 연결하도록 변경하여 도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유니버셜조인트는 동력전달장치 기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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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지·관용적 수단이고, ② 동력전달장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축을 사용할지 분할된 축을 연결하여 사용할지는 동력전달 경로의 형상
및 설계의 편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변
경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구성 3
구성 3의 부구(1)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다수의 발전유닛(10)이 장착
된 다수의 와이어(1)에 설치되어 있는 플로트(2)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 3
은 부구(1)에 완충기(4)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와 차이
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 플로트는 와이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지지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지지수단을 구성할 때 지지하중에
따라 완충수단을 구비하도록 구성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플로트가 통상의 완
충수단을 구비하도록 변경하여 구성 3을 도출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
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터빈 블레이드들이 휘어져 흐르는 조류를
정면에서 받아들여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류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발전효율을 높이는 목적은 당해 기술분야의
̇ ̇블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도 ‘조류발전용 가변
레이드 터빈’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조류의 방향이 반대로 교환되
어도 밀물과 썰물의 양방향 조류력을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수평회전
축이 항상 조류의 흐름과 평행하게 유지되어 발전효율이 극대화된다.”(을
판결요지
(청구기각)

제2호증, ‘발명의 명칭’ 및 식별번호 [32])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에도 그와 같은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2는 해저에 조류방향과 직각으로 와이어를 설치
하고 다수의 발전유닛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잠수부를 동원해야만 설치
및 보수가 가능하고, 고가의 방수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설비가 많
이 드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면에서 설치․보수 할 수 있어 발명의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발전장치는 수중에
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플로트
설치 기술 부분을 결합하는 경우에까지 수중에서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것
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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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발전용 가변블레이드 터빈은 조류의 흐름이 한 해수표층의 조류력을 최
대한 잘 수용하여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을 제2호증,
식별번호 [29])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설비가 간
소하고 수중에서의 설치 공사 및 보수가 용이한 해류 발전장치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을 제3호증, 식별번호 [8])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경우 수면에 발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조류가 흐르는 전/후방의 해저고정체(40)에 와이 [도 5]에는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해저고정
어로프(30)와 장력완충용 부구(31)를 연결하여 2 선(12)에 연결된 2척의 부류선체(8)가 설치된
척의 발전선박(32)을 정박시키고,

사항이 도시됨.
[도 6]에는 2척의 부류선체에는 발전기(13)가
구비된 사항이 도시됨.

이 두 발전선박(32)에 설치된 발전기 구동축(33) 수평회전축(1)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블레이드
사이에는 부구(1)를 완충기(4)에 의해 연결한 베 (5)가 다수 설치됨(식별번호 [27]).
어링유니트(10)의 회전축(15)과 수평축형 터빈 선체고정부재(9)로 결속시킨 부류선체(8)의 발
블레이드(20)를 장착한 터빈축(14)을 유니버셜조 전기(13) 구동부에 수평회전축(1)의 선단을 연
인트(U)에 의해 다연장(多聯裝=여러 개를 이어 결함(식별번호 [28]).
장착한 것)으로 연결하여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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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도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 피고 주장
1. 청구항 1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
보성이 없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도출
가능 여부이나, 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조류를 블레이드 정면으로 수용하여 발전 효율성이 향
상되고, 부유터빈에 가해지는 충격이 완화되어 내파성을 가지며, 대량의 전력을 생
산할 수 있는 조류력발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조류 방향에 상관없이 터빈의 회전방향이
항상 같도록 하여 밀물과 썰물의 양방향 조류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조류발전용
가변 블레이드 터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설비
가 간소하고 설치 및 보수가 쉬워 건설비 및 운영비가 염가이고, 효율적으로 해수
흐름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해류발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전효율이 높은 조류발전장치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및 2와 목적이 공통된다.
(2) 구성의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의 해저고정체(40)에 와이어로프(30)로 연결된 2척의 발전선박(3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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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1의 해저고정선(12)에 연결되고 발전기(13)를 구비하고 있는 부류선체
(8)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 1은 장력완충용 부구(31)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① 구성 1의 장력완충용 부구(31)는 조류에 의
해 발전선박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식별번호
[0020]), ②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부류선체(8)가 기울어지거나 전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발명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식별번호 [0019]), ③ 해양 구조물에서 와
이어의 연결 시에 장력 완충을 위해 부구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적 기술 사항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부류선체(8)의 기울어짐을 막기 위해 해저고정선
(12)에 완충용 부구를 구비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
는 것이다.
(나) 구성 2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발전기(13)의 구동부에 연결된 수평회전축(1)
에 다수의 블레이드(5)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은 조력에 의한
다수의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발전기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동일하고, 다만
구성 2는 회전축과 터빈축이 ‘유니버셜조인트’에 의해 다연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블레이드(5)가
결합되어 있는 수평회전축(1)을 통상의 유니버셜조인트에 의해 다연장으로 연결하
도록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유니버셜조인트는 동력전달장치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관용적 수단이고, ② 동력전달장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축을 사용할지 분할된 축을 연결하여 사용할지는 동력전달 경로의 형상 및 설계의
편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변경하는 데 특별한 기
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
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1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 3
구성 3의 부구(1)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다수의 발전유닛(10)이 장착된 다
수의 와이어(1)에 설치되어 있는 플로트(2)와 동일하고, 다만 구성 3은 부구(1)에 완
충기(4)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와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
상발명 2의 플로트는 와이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지지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
인데, 지지수단을 구성할 때 지지하중에 따라 완충수단을 구비하도록 구성하는 정
도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플로트가 통상의 완충수단을 구비하도록 변경하여 구성 3을 도출하는 데 특별한 기
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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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
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2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모두 조류(해류) 발전장치에 관한 기술 분야에 속하
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을 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과정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효과의 대비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제시된 기술사상
에 의하여 쉽게 도출되므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발전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설비 및 보수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태풍과 파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4)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구성·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되는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조류가 흐르는 전후방에 설치된
해저고정체에 와이어로프를 연결(해저고정선에 연결)하여 2척의 발전선박(발전기가
구비된 부류선체)을 정박시킨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와이어로프에
‘장력완충용 부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부구가 별도
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2,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두 발전선박(두 부류선체)에
설치된 발전기 구동축(발전기 구동부) 사이에 다수개의 수평축형 터빈 블레이드를
장착한 터빈축(수평회전축)이 설치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는 터빈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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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를 장착한 터빈축이 ‘유니버셜조인트’에 의해 다연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고(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3은 베어링
유니트의 회전축에 ‘완충기가 설치된 부구’가 연결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
한 구성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장력완충용 부구’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
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인 부구나 선행발명 2의 ‘플로트(float)’를 결합하
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차이점 1의 장력완
충용 부구는 부력에 의해 발전선박을 견인하여 발전선박의 앞부분이 기울어져 침강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와이어로프(30)와 발전선박(32)의 중간부분에 장력완충용 부구(31)를 설치하면 와이어로프
(30)에 의해 발전선박(32)을 견인하는 장력완충용 부구(31)가 부력에 의해 항상 수면 위에
떠서 해수면과 거의 평행한 상태로 발전선박(32)을 견인하게 되므로 이물부분이 기울어져
침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식별번호 [20]).

다만, 선행발명 1(을 제2호증)도 발전선박(부류선체)이 조류 저항에 의해 기울
어져 침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수단으로 발전선박(부류선체)을
선체고정부재로 결속시켜 침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
명 1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선박이 기울어져 침강하는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그 해결수단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 만약 흔들리는 부류선체에 설치할 경우 수직축이 수류의 저항을 많이 받아 기울어지면 발
전효율이 떨어지고 대형 전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식별번호 [19]).
▪ 본 발명의 조류발전용 가변블레이드 터빈은 선체고정부재(9)로 결속시킨 부류선체(8)의 발
전기(13) 구동부에 ---, 부류선체(8)는 해저고정선(12)에 의해 수평회전축(1)을 항상 조류의
흐름과 평행하게 유지시킨다. 따라서 종래의 수직축형 터빈처럼 조류의 저항을 받아 부류
선체가 기울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식별번호 [28]).

해수면이나 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침강을 방지하기 위해
부구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2에도 와이어 양단에 플로트
(float)를 설치하여 와이어의 양단을 수직방향으로 부상시키는 기술사항이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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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을 제3호증, 식별번호 [23], [도 1] 참조).
따라서 발전선박이 침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방지하
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부구를 채택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은 강한 조류가 흐르면 선체고정선의 장력으
로 인해 부류선체의 선두가 앞으로 기울어져 발전효율이 감소되고 발전기가 침수되
는 단점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장력완충용 부구를 설치하여 발전선박의 선
두부분이 가라앉는 것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 1의 [도 6]

부류선체가 조류 저항에 의해 기울어져
침강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부류선체
를 선체고정부재로 결속시켜 수평회전축
을 항상 조류 흐름과 평행하게 유지시킴
으로써 부류선체의 기울어짐을 방지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이고(을 제2호증, 식별
번호 [19], [28]), 옆의 [도 6]에는 점선 부
분과 같이 부류선체들을 선체고정부재에
의해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결속시킨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도 선체고정부재에 의해
부류선체들이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결속되어 있으므로 장력완충용 부구가 설치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비하여 부류선체의 선두가 더 앞으로 기울어져 발전효율이 감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터빈축을 ‘유니버셜조인트’로 여러 개 연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
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인 ‘유니버셜조인트’를 결합
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차이점 2의
터빈축을 유니버셜조인트로 여러 개 연결한 구성으로 인하여 조류의 진행방향이 바
뀌어도 터빈 블레이드가 항상 조류를 정면부에서 직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발전효
율을 향상시키고, 대량의 터빈 블레이드에 의해 발전기 토오크를 높여 발전량을 증
가시키며, 해상에서 유니버셜조인트를 조립․해체하여 쉽게 다수의 터빈을 설치․
교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13] 내지 [15] 참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을 제2호증)에도, 조류 진행방향이 바뀌어도 이를 이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회전축을 항상 조류 흐름과 평행하게 유지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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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수의 블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전기 토오크를 높
여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해수면 표층부분의 조류력을 이용함으로
써 작업이 쉬워진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
일한 효과를 가진다.
▪ 본 발명은 --- 조류의 방향이 반대로 교환되어도 터빈의 회전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양방향 조류력을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수평회전축이 항상
조류의 흐름과 평행하게 유지되므로 --- 부류선체가 쉽게 기울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다수의 블레이드가 흐름 강한 해수면 표층부분의 조류력을 받아 발전을 실행함으로 발
전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장점을 지닌다(식별번호 [32]).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터빈축을 ‘유니버셜조인트’로 연결함으로써 조류
를 정면부에서 직각으로 받아들이고, 유니버셜조인트 부분을 조립․해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니버셜조인트는 두 개의 축 중심선을 일정한 각도로 교차시킬 때
사용하는 주지관용의 축이음 기술로, 조류력 발전장치에서 터빈축을 유니버셜조인
트로 연결하는 기술은 아래 그림(을 제6~9호증)의 점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유니버셜조인트’ 구조에 관하여,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유니버셜조인트의 요크(12, 13)가 십자축과 베어링(17)에
의해 관절구조로 결속된 것으로, 터빈축(14)과 회전축(15)을 요크(12, 13)부분의 고정
구(16, 18)를 조여서 결합하면 두 축의 각도가 파도나 조류의 변화에 의해 수시로
사각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에도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22])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도 6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
이버 지식백과(출처: 자동차 용어 사전)에 공개된 유니버셜조인트의 기재 내용 및
도면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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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 6]

네이버 지식백과의 ‘유니버셜조인트’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은 터빈축을 유니버셜조인트로 연결함으로써 조류방향
에 따라 유연하게 축선이 변경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유니버셜조인트는 축
이음 각도가 클수록 동력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으므로, 조류력 발전장치
에서 터빈축에 유니버셜조인트를 결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통상
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유니버셜조인트를 사용하게 됨으로
써 조류를 발전장치의 정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
은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의 경우 수평회전축을 유니버셜조인트로 연
결하여도 부류선체에 설치한 수평회전축을 선체고정부재와 함께 직선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여 휘어져 흐르는 조류에 대하여 수평회전축에 설치한 블레이드가 정면
으로 조류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수평회전축에 유니버셜조인트를 연결하면 유니버셜
조인트의 특성상 축선이 조류방향에 순응하여 변경됨으로써 블레이드가 조류를 정
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고, 선체고정부재는 부류선체를 서로 결속시키
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1의 수평회전축이 조류방향에 순응하여 변경되는데
특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이점 3
차이점 3은 베어링유니트의 회전축에 ‘완충기가 설치된 부구’를 연결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기술
인 완충기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차이점 3의 완충기가 설치된 부
구는 무거운 터빈을 지지하여 수침(水沈)에 대한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파도에 의해
부구의 부력이 변화될 때마다 터빈축의 연결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므로(을 제1호증, 식별번호 [2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해상에서 쉽게 발
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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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발명 2에는 와이어에 플로트(float)를 설치하여 와이어를 수직방향
으로 부상시키는 사항이 개시되어 있는데(을 제3호증, 식별번호 [23], [도 1]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부구에 “완충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연결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완화하도록 한 점에서만 선행발명 2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행발명 2의 플로트는 와이어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지지하중에 따라 완충수단을 부가하는 정도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기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부구에 설치되는 완
충기 구조에 관하여 “완충기(4)에는 피스톤(5), 오리피스(6), 스프링(7), 피스톤축(8)
이 형성된다”(식별번호 [21], [도 4])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상의 완충기와 그 구조 및 기능이 같다. 따라서 완충기가 설치된 부구를
사용함으로써 파도에 의해 터빈축의 연결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
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완충기를 설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자명한 효과
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출원발명만의 특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조류 발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
여 결합이 용이하고, 발전장치를 수면에 띄우기 위하여 부구를 더 설치하고, 터빈축
의 연결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기를 부가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
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플로트와 주지관용기술인 완충기를 결합함으로
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의 플로트는 수중에 위치하여 와이어가 수중
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완충기를 구비한 부구’는 수면에 위치하여 파도로부터 터빈을 충격 없이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용도 및 작용이 다르고, 선행발명 2의 플로트에 완충기를 결합
하면 발전유닛을 지탱하는 와이어가 느슨해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구는 그 위치에 상관없이 부력에 의해 물체를 수직으로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선행발명 2의 플로트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부구의 용도 및 작
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완충기를 구비한 부구’ 구조가
선행발명 2의 플로트에 통상의 완충기를 결합시킨 구조와 사실상 동일한 점에 비추
어 플로트(부구)에 완충기를 결합한 경우 발전유닛을 지탱하는 와이어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은 선행발명 2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플로트(부구)와 완충기의 개수, 설치 구조 등을
적절히 변경하여 발전유닛을 지탱하는 와이어의 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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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허7821 거절결정(특) 2018. 6. 29.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시각적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가진 전자식 자동 조정 비데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08586

2017원2527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선행발명 1

입증방법

 갑 제4호증: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선행발명 3

심결요지

판결요지
(청구기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인체의 국부 세정장치
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에서도 공
통점이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
성에 이를 수 있는 결합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모두 나타나
있는바,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주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에
더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광원부(800)와 비교대상발명 3의 온풍노즐(3)을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결합에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합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대하여 가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 내지 3의 결합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을 채택
하여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채택
하여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다.
선행발명 1도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사이
즈, 형상, 성별 등에 맞게 유체노즐을 자동 조정하는 기술사상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3 및 4를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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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2

전자 비데 시스템(1)으로서, 물 저장 탱크(2),

[선행발명 1]

개구부를 가진 보울(bowl)(3), 시트(seat)(5),

개구부를 가진 변기(BT), 변좌(18), 덮개

시트 덮개(6), 유체를 분사하는 적어도 하나

(20), 유체를 분사하는 세정노즐(24), 변기

의 유체 노즐(7), 상기 보울 내에서 3개 차원

(BT) 내에서 3차원으로 세정노즐(24)을 이

으로 상기 유체 노즐(7)을 이동시키는 상기

동시키는 노즐장치(40), CCD 카메라(KC),

비데 상의 수단(14), 에어 드라이어 노즐을 포

국부세정장치(10)를 활성화시키는 원격조

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에어 드라이어(air

작장치(14), 국부 건조용의 건조히터나 팬

dryer)(18), 상기 보울(3) 내에서 3개 차원으로

모터 등을 포함하는 건조부(79) 및 실행 가

상기 에어 드라이어 노즐(18)을 이동시키는

능한 소프트웨어가 내재된 메모리(ROM,

상기 비데 상의 수단(14), 실행가능 소프트웨

RAM)와 전자제어장치(80)를 포함하여 구성

어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상기 보울 내에 포함되며 상기 컴
퓨팅 디바이스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는 카
메라(10), 상기 카메라에 근접 배치된 보울 라
이트(bowl light), 상기 비데를 활성화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작동 디바이스를 포함하며(이
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또한 상기 카메라
(10)는 상기 비데의 상기 보울 개구부(4)를 통
해 사용자의 생식기 및 항문 영역들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영상을 캡처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상은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로 송신
되어, 상기 사용자의 생식기 및 직장(rectal)
영역들에서의 하체 오리피스들(lower body

[선행발명 2]

orifices) 하체 오리피스들(Lower Body Orifices)

변좌부(100), 노즐부(200), 카메라부(300),

이란 사람의 신체 아랫부분에 있는 ① 항문,

조작판넬부(400), 디스플레이부(500), 카메

② 고환, ③ 페니스, ④ 질, ⑤ 각종 화상자국,

라제어부(600), 영상저장부(700), 광원부

치질, 종양에 의한 자국부분 등을 가리킨다.

(800) 및 세정수제공부(900)로 구성

의 타입, 사이즈, 형상, 및 위치를 식별하도록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로 분석되고(이하 ‘구성
요소 2’라고 한다),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가 3
개 차원으로 상기 유체 노즐을 이동시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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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단으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
별, 신체 타입 및 중량에 맞게 세정하도록 유
체를 분사하게 상기 유체 노즐을 자동 조정하
고, 또한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가 3개 차원으
로 에어 노즐을 이동시키는 상기 수단으로 신
호를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입

[선행발명 3]

및 중량에 맞게 건조하도록 드라이 에어를 분

세정노즐(2) 및 온풍분출노즐(3)을 일체로

사하게 상기 에어 노즐을 자동 조정하는(이하

구비한 국부세정장치(비데)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전자 비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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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객체인식 소프트웨어로 하체 오리피스들을 객체화하여 사이즈,
형상, 성별, 신체 타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유체를 분사하는 점에서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1의 전자제어장치도 촬영된 화상의 처리에 의해 화상 내에서 어떤 특정의 대
상 물체(항문이나 생식기)를 배경과 구별되게 인식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화상으로부터 대상 물체(객체)를 인식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1도 피세정부의 위
치를 파악하여 엉덩이 세정과 비데 세정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영상에 나타난 인체의 구
멍이 항문인지 여성 생식기인지 그 타입 내지 성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세정 노즐의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체 인식 과정에서 그 크기나 형상 등의 특징이 검출되는 것
은 당연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객체인식 소프트웨어로 하체 오리피스들을
객체화하여 사이즈, 형상, 성별, 신체 타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유체를 분사하는 구성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가 인데, 특허법원은 선행발명 1도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사이즈, 형상, 성별 등에 맞게 유체노즐을 자동
조정하는 기술사상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내부 카메라 및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하체 오리피스(orifices)를 식별하고 위치 결정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오리피스
의 구체적인 타입, 오리피스의 위치, 사이즈, 형상, 성별, 체형, 체중, 및 그 밖의 사용
자의 특징들에 대한 비데 설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전자 비데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0001] 기재 참조), 그 발명의 목적은 시각적 객체 인식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의 사이즈, 형상, 피부톤, 성별, 및 피부상태에 대한 하체 오리
피스를 인식, 식별, 및 분할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12] 기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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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인체 국부를 향해서 세정수를 토수공으로부
터 토수(吐水)해 국부 세정을 실시하는 국부 세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0001] 기재 참조), 그 발명의 목적은 피세정부(항문, 생식기 등)로 세정수의 착수 상
황(착수각도, 착수방향, 착수영역 등)에 근거하는 세정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4-0008] 기재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식별번호 [0175,
0176]에는 카메라를 이용, 영상 처리하여 피세정부의 국부 세정 위치를 감지하고 착
수각도를 설정 제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비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항문 부위의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비데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노즐에 의해 세정되는
생식기와 항문 주위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 수단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정 결과를 확인하는데 있다(식별번호 [0001, 0007] 기재
참조).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3은 변기에 부설되어 용변 후 인체의 국부를 세정, 건조
하는 국부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세정노즐(2)과 건조를 위한 온풍노즐(3)이 나타
나 있다(도면 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 3 모두 인체의
국부 세정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또한 발명의 목적
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은 항문, 생식기 등 피세정부(被洗淨部)에 대해 세정수(洗淨
水) 착수(着水) 상황을 고려하여 착수각도, 착수방향, 착수영역 등 국부 세정위치를
설정 제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그 발명의 목적
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그 발명의 목
적에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전자 비데 시스템으로서, 물 저장 탱
크, 개구부를 가진 보울(bowl), 시트(seat), 시트 덮개, 유체를 분사하는 적어도 하나
의 유체 노즐, 상기 보울 내에서 3개 차원으로 상기 유체 노즐을 이동시키는 상기
비데 상의 수단, 에어 드라이어 노즐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에어 드라이어(air
dryer), 상기 보울 내에서 3개 차원으로 상기 에어 드라이어 노즐을 이동시키는 상기
비데 상의 수단, 실행가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메모리 저장 디
바이스, 상기 보울 내에 포함되며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는
카메라, 상기 카메라에 근접 배치된 보울 라이트(bowl lignt), 상기 비데를 활성화시
키는 적어도 하나의 작동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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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구성 1의 ‘전자비데시스템, 물 저장탱크, 보울(bowl), 시트(seat),
시트덮개, 유체노즐, 유체노즐 이동수단, 컴퓨팅 디바이스,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카메라, 비데 작동디바이스’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전자식 국부 세정장치(10, 도
면 1 참조), 급수유닛(302, 도면 17), 변기(BT), 변좌(18), 덮개(20), 세정노즐(24), 노즐
이동장치(40, 도면 4, 13, 14, 15), 전자제어장치(80, 도면 2, 3), 메모리(RAM, ROM,
도면 3), CCD 카메라(KC, 도면 5), 원격조작장치(14, 도면 1)’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전자식 국부 세정장치(10)에는, 급수유닛(302, 도
면 17), 개구부를 가진 변기(BT, 도면 1), 변좌(18), 덮개(20), 유체를 분사하는 세정노
즐(24, 도면 1), 변기(BT) 내에서 3차원으로 세정노즐(24)을 이동시키는 노즐장치(40,
도면 4, 13, 14, 15) 및 노즐 유닛(500, 도면 21)이 나타나 있고, 또한 실행 가능한 소
프트웨어가 내재된 컴퓨팅 전자제어장치(도면 2, 3)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메모리
(ROM, RAM)와, 변기(BT) 내에 포함되고 컴퓨팅 전자제어장치에 동작 가능하게 연
결되는 CCD 카메라(KC, 도면 5 및 식별번호 [0175-0176] 기재 참조)와, 전자식 국부
세정장치(10)를 활성화시키는 원격조작장치(14, 도면 1)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며,
상기 각 대응되는 구성들은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의 ‘에어 드라이어(air dryer) 및 에어드라이어노즐 이동수단, 보
울 라이트(bowl lignt)’는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구성 1
의 에어 드라이어(air dryer)는 비교대상발명 3의 ‘온풍노즐(3)’에 대응되어 동일하고
그 이동 수단은 비교대상발명 1의 노즐장치(40, 도면 4, 13, 14, 15)의 동작시스템을
채용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구성 1의 보울 라이트(bowl light)는 비교대상발명 2
의 카메라부에 인접 배치된 ‘광원부(800, 식별번호 [0024] 기재 및 도면 1, 2 참조)’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광
원부(800)와 비교대상발명 3의 온풍노즐(3)을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
이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또한 상기 카메라는 상기 비데의 상기 보울 개구부를 통해 사용
자의 생식기 및 항문 영역들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영상을 캡처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영상은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로 송신되어, 상기 사용자의 생식기 및 직장
(rectal) 영역들에서의 하체 오리피스들(lower body orifices)의 타입, 사이즈, 형상, 및
위치를 식별하도록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로 분석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성 2는 카메라에 의해 피세정부(생식기 및 항문)에 대한 영상
을 캡쳐하고 이를 컴퓨팅 디바이스로 송신하여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형상, 위치 등
을 식별하도록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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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카메라(KC, 도면 5)가 국부 세정장치(10, 비데)의 변기 개구부를 통해 사용자의
엉덩이(항문, 생식기, 도면 12)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영상 처리하여 촬상 화
상을 컴퓨팅 디바이스인 전자제어장치(80, 도면 2, 3)에 입력하고, 세정노즐(24)과 피
세정부(항문, 생식기)와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고 식별하는 점에서(식별번호 [0175,
0176] 기재 참조), 구성 2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2의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번호 [0175]에 기재된 바와 같이 CCD
카메라(KC, 도면 5)가 촬영한 영상을 전자제어장치(80)에 입력하여 세정노즐(24)과
피세정부(항문, 생식기)와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전자제어장치
내에 당연히 이를 인식ㆍ분석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가 내재되어 있음은 자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①상기 컴퓨팅 디바이스가 3개 차원으로 상기 유체 노즐을 이동
시키는 상기 수단으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
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입 및 중
량에 맞게 세정하도록 유체를 분사하게 상기 유체 노즐을 자동 조정하고, ②또한 상
기 컴퓨팅 디바이스가 3개 차원으로 에어 노즐을 이동시키는 상기 수단으로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
의 사이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입 및 중량에 맞게 건조하도록 드라이
에어를 분사하게 상기 에어 노즐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성 3은 3-①의 ‘유체노즐 자동조정’과 3-②의 ‘에어노즐 자동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유체노즐과 에어노즐의 조정 방식은 문언적으로 일
치한다.
먼저, 구성 3-①의 ‘유체노즐 자동조정’을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1도 컴퓨팅 디바이스인 전자제어장치(80, 도면 2, 3)가 3차원으로 세정
노즐(24)을 이동시키는 노즐장치(40, 도면 4, 13, 14, 15)와 노즐유닛(500, 도면 21)으
로 신호를 전송하여 사용자의 엉덩이(항문, 생식기)에 세정노즐(24)의 위치에 대한
편차를 연산하여 분사ㆍ착수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 점(식별번호 [0175, 0176] 기
재 참조)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세정노즐(24)도 구성 3-①의 ‘유체노즐 자동
조정’과 같이 컴퓨팅 디바이스인 전자제어장치(80, 도면 2, 3)에 의해 자동 조정되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음, 구성 3-②의 ‘에어노즐 자동 조정’ 시스템은 구성 3-①의 ‘유체노즐
자동조정’ 방식과 문언 그대로 동일한바, 앞서 구성 3-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 141 -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세정노즐(1)과 더불어 비교대상발명 3의 온풍노즐(3)
을 단순 부가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세정노즐(24)의 자동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
풍노즐(3)을 자동 조정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
입 및 중량에 맞게 세정하도록 유체를 분사하는 구성과 건조하도록 드라이 에어를
분사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기 밑줄친 부분들
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사용자의 피세정부에 해당하는 생식기와 항문 등의 위치
와 형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화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
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CCD 카메라(KC, 도면 5)가 촬영한 피세정부의 영
상(항문, 생식기의 오리피스 형상)을 전자제어장치(80)에 입력하여 세정노즐(24)과의
위치관계를 파악ㆍ식별하여 분사 착수하는 구성과 주지관용수단{예: 신체 타입 및
중량의 식별은 주지관용수단인 중량센서(로드셀 등)를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 가능
함}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합의 곤란성 판단 및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인체의 국부 세정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
의 목적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과 공통점이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 2, 3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에 이를 수 있는 결합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모두 나타나 있는
바,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주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에 더하여 비교
대상발명 2의 광원부(800)와 비교대상발명 3의 온풍노즐(3)을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결합에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합에 따른 작
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
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
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
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
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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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1

선행발명 1

① 전자 비데 시스템(1)으로서,

① 전자식 국부 세정장치(10)로서,

물 저장 탱크(2), 개구부(4)를 가진 보울(bowl)(3),

급수장치, 개구부를 가진 변기(BT),

시트(5), 시트덮개(6),

변좌(18), 덮개(20), 유체를 분사하는 세정노

유체를 분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체 노즐(7),

즐(24), 변기(BT) 내에서 3차원으로 세정노

상기 보울(3) 내에서 3개 차원으로 유체 노즐(7)

즐(24)을 이동시키는 노즐장치(40)

을 이동시키는 비데 상의 수단(14),

② 국부 건조용의 건조히터나 팬 모터 등을

② 에어 드라이어 노즐(19)을 포함하는 적어도

포함하는 건조부(79)

하나의 에어 드라이어(air dryer)(18),

③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내재된 컴퓨팅

상기 보울(3) 내에서 3차원으로 에어 드라이어

전자제어장치(80) 및 메모리(ROM, RAM)

노즐(19)을 이동시키는 비데 상의 수단(14)

④ 변기(BT) 내에 포함되고 전자제어장치에

③ 실행가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팅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는 CCD 카메라(KC)

디바이스(11, 15),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16)

⑤ <대응구성 없음>

④ 보울(3) 내에 포함되며 컴퓨팅 디바이스(11,

⑥ 전자식 국부 세정장치(10)를 활성화시키

15)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는 카메라(10),

는 원격조작장치(14)

⑤ 카메라(10)에 근접 배치된 보울 라이트(bowl
light)(17)
⑥ 비데를 활성화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작동
디바이스(12)

2

3

① 카메라(10)는 비데의 보울 개구부(4)를 통해

① CCD 카메라(KC)가 국부 세정장치(10)의

사용자의 생식기 및 항문 영역들에 대한 적어도

변기 개구부를 통해 사용자의 엉덩이(항문,

하나의 영상을 캡처하고,

생식기, 도면 12)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② 위 영상은 컴퓨팅 디바이스(11, 15)로 송신

처리하여

되어, 사용자의 생식기 및 직장(rectal) 영역들

② 위 영상을 전자제어장치(80)에 입력하고,

에서의 하체 오리피스들(lower body orifices)

세정노즐(24)과 피세정부(항문, 생식기)와의

의 타입, 사이즈, 형상, 및 위치를 식별하도록

위치관계를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로 분석됨

[0175, 0176] 참조)

① 컴퓨팅 디바이스(11, 15)가 3개 차원으로

① 전자제어장치(80)가 3차원으로 세정노즐

유체 노즐(7)을 이동시키는 수단(14)으로 신호

(24)을 이동시키는 노즐장치(40)와 노즐유닛

를 전송하여,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500)으로 신호를 전송하여, 사용자의 엉덩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

이(항문, 생식기)에 세정노즐(24)의 위치에

즈, 오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입 및

대한 편차를 연산하고, 분사위치를 제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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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식별함(문단번호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중량에 맞게 세정하도록 유체를 분사하게 유체

② 전자제어장치(80)는 국부 건조용의 건조

노즐(7)을 자동 조정하고,

히터나 팬 모터 등을 포함하는 건조부(79)의

② 컴퓨팅 디바이스(11, 15)가 3차원으로 에어

제어를 수행함(문단번호 [0041] 참조)

노즐(19)을 이동시키는 수단(14)으로 신호를
전송하여,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오리피스들의 위치, 오리피스들의 사이즈, 오
리피스들의 형상, 성별, 신체 타입 및 중량에
맞게 건조하도록 드라이 에어를 분사하게 상기
에어 노즐(19)을 자동 조정함

나. 구성요소별 상세비교
1) 구성요소 1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① 비데장
치가 물탱크(급수장치), 개구부를 가진 보울(변기), 시트(변좌), 시트덮개, 유체노즐
(세정노즐), 3차원으로 유체노즐을 이동시키는 노즐이동수단(노즐장치)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 ② 비데장치가 실행가능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전자
제어장치)와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카메라가 위 컴퓨팅 디바이스에 연
결되어 있다는 점, ③ 비데는 그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작동 디바이스(원격조작장치)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는 점등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다만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에어 드라이어 노즐을 포함하는 에어 드
라이어(air dryer) 및 이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구체적 기재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단지 ‘국부 건조용의 건조히터나 팬 모터 등을 포함하는 건조
부’의 구성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기재만 있을 뿐 에어노즐이나 그 이동수단을 포
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카메라 근처에 배치되는 라이트(light)가 구비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중 ‘비데를 활성화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작동 디바이스’는 자동으로 사용자의 하체 오리피스들을 캡처하여 이를 분
석하고, 노즐 이동, 물 분사 등을 수행하는 장치임에 반해, 선행발명 1의 ‘국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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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원격조작장치’는 카메라의 촬영, 캡처, 노즐 이동, 물 분사 등
을 사용자의 각각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할 뿐 자동으로 이를 수행하지 않는 장치라
는 점에서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특허발명의
청구항 해석에 있어 기술적 의미가 분명한 구성요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이 가진 통상의 기술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비데를 활성화’ 한다
는 것은 기술상식상 사용자가 비데의 시트에 앉으면 ‘비데가 절전모드 또는 대기모
드에서 사용가능한 상태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작동
디바이스의 후속적인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착석센서는 종종 적외선 또는 중량센서들을
사용하여 비데 시트에 앉거나 비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존재를 검출하며, 사용자
가 검출되면 이 비데들은 절전모드로부터 활성화하며”라는 기재가 있어 원고 스스
로도 활성화라는 용어를 위와 같은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출
원발명 청구항 제3항과 제5항에도 ‘상기 비데를 자동 활성화시키는 근접센서’, ‘상
기 근접센터는 적외선 센서, 중량 센서 및 움직임 검출 카메라로부터 선택되는 그
룹’이라는 기재가 있어 이를 통상의 비데 활성화 장치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의 일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데를 활성화시키는 작동 디바
이스’는 제어기 등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하고, 이후의 촬영, 분석, 세정 및 건조
의 일련의 과정은 제어기가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데를 활성화시키는 작동 디바이스’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성요소 2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① 카메라가
사용자의 생식기 및 항문 영역의 영상을 캡처하고, ② 위 영상은 컴퓨팅 디바이스
(전자제어장치)로 송신되며, ③ 컴퓨팅 디바이스(전자제어장치)는 촬영된 영상을 바
탕으로 사용자의 피세정부(항문, 생식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는 공통된다.
나) 차이점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컴퓨팅 디바이스가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하체 오리피스들(항문, 여성 생식기)의
타입, 사이즈, 형상도 추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전자제어장치가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전자제어장치가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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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장치가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타입, 사이즈, 형상까지도 추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다(이하 ‘차
이점 3’이라 한다).
3) 구성요소 3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컴퓨팅 디바
이스(전자제어장치)가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식별한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위치에 맞게 유체노즐(세정노즐) 및 에어노즐(건조부)을 이동시키도록 노즐이동수
단(노즐장치)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컴퓨팅 디바이스가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오리피스들의 특정 타입, 사이즈, 형상, 성별, 신체 타입 및 중량에 맞게 유체노즐
및 에어노즐을 자동조정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그
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
점 4’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차이점들에 대한 평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대하여 가진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 내지 3의 결합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차이점 1에 대한 평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에어 드라이어 노즐 및 이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구
비하고 있다는 구체적 기재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국부 건조용의 건조히터
나 팬 모터 등을 포함하는 건조부’의 구성을 포함한다는 포괄적 기재만 있을 뿐 에
어노즐이나 노즐이동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이 피세정부의 위치를 파악하여 세정노즐을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전자제어장치에 건조부가 포함되어 있
는 이상 건조부도 피세정부의 위치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기술적 전제로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발명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3에 세정노즐 및 온풍분출노즐을 함께 구비한 국
부세정장치(비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의 위 온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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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노즐을 채택하여 선행발명 1에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전자제
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에어 드라이어 노즐 및 노즐이동수단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다면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대
응구성을 채택하여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차이점 2에 대한 평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카메라 근처에 배치되는 라이트(light)가 구비되어 있
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카메라부 근처에 배치되는 광원부를 구비한 비
데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
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채택하여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다.
3) 차이점 3, 4에 대한 평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컴퓨팅 디바이스가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하체 오리피스들의 타입, 사이즈, 형상도 추가적
으로 식별할 수 있고, 그 분석된 결과에 따라 컴퓨팅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오리피스
들의 특정 타입, 사이즈, 형상, 성별, 신체 중량에 맞게 유체노즐 및 에어노즐을 자동
조정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행발명 1에는 전자제어장치가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위치관계를 파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세정부의 타입, 사이즈, 형상과, 사용자
의 성별 및 중량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재만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1도 사용자의 오리피스의 특정 타입
이나 사이즈, 형상, 성별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유체노즐을 조정하는 것을 내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선행발명 1의 전자제어장치가 촬영된 피세정부(객체)의
영상을 바탕으로 피세정부와 유체노즐 사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선행발
명 1도 당연히 피세정부의 영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이나 크기를 인식하기 위한 컴
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은 기술상식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도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것
이다. ② 또한 선행발명 1도 피세정부인 사용자의 오리피스의 사이즈, 형상, 성별 등
을 식별하고, 이에 맞게 유체노즐의 위치관계를 조정하여야 함은 기술적으로 당연
히 전제하고 되어 있다. 즉, 선행발명 1이 피세정부의 ‘위치관계’를 인식하고 이에
맞게 유체노즐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자의 성별(남성, 여성), 피세
정부의 타입(항문, 여성생식기), 피세정부의 크기를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하고, 이에
맞게 유체노즐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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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행발명 1도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피세정부의
사이즈, 형상, 성별 등에 맞게 유체노즐을 자동 조정하는 기술사상을 내포하는 것이
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위 차이점 3 및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 내지 3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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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허1288 거절결정(실) 2018. 8.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트윈 링 타입의 자동팽창 오일펜스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20-2014-0000181

2016원1811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고안 청구항 1이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4호증: 선행고안 1
 갑 제5호증: 선행고안 2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분야 및 목
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쉽게

심결요지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
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출원고안과 선행고안 1은 팽창링의 형태가 각각 폐곡선과 나
선형의 코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선행고안 2에는 폐곡선 형태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다수개의 환형 링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일부 환형
링이 고장 나는 경우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고안 1의 나
선형의 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함으로서 그 차이
판결요지
(청구기각)

점은 쉽게 극복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고안의 격벽은 팽창링과 결합되
는데 반해 선행고안 1의 격벽은 단지 오일펜스의 내벽에 부착되므로 양
격벽의 부착위치에서 차이가 있으나, 격벽의 설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선행고안 2의 환형 링 사이에 설치된 격벽을 환형 링에 부착하여 설치하
는 정도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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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고안

선행고안 1,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부력부, 상기 부력부의 아

[선행고안 1]

래쪽으로 연결되는 스커트부 및 상기 스커트

오일펜스(0)와, 1차 자동팽창코일(1), 2차

부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밸러스

자동팽창코일(2), 메인 스커트(3), 미니 스

트부를 포함하는 오일펜스에 있어서(‘구성요

커트(4), 밸러스트(5), 압축공기호스(6), 및

소 1-1’),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스커트 결속 로프(7)로 구성되어 있으며, 2

형성되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

개의 트윈 스파이럴코일을 작동함으로써

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1 팽창링; 상기 제1

오일펜스(0)의 팽창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

고, 바다에서 사용할 경우 바다의 파도나

기 제1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1 가스공

그 밖의 이물질 등에 의해 자동팽창코일이

급라인;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파손 등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나머지 다

형성되고, 상기 제1 팽창링과 동일한 형태 및

른 하나의 자동팽창코일이 작동됨으로써

크기를 가지되,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

오일펜스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 팽창되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함.

따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2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이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될 수 있게 상기 제1 가스공급라인의 상
기 제1 팽창링으로의 가스 공급과 별도로, 상
기 제2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
수의 상기 제2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가스공급라인;을 포함하고(‘구성요소 1-2’), 각
각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및

[도 6]

상기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
과 이격되어 서로 반복하여 배열되며(‘구성요
소 1-3’),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
링을 둘러싸는 부력커버(‘구성요소 1-4’); 및
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커버 내
부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
의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상기 부력커
버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격벽;을 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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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하고, 상기 격벽은 테두리가 상기 제1 팽창링

[선행고안 2]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에 결합되고, 결합되는

플로팅 배리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의 모

로, 중간튜브(14) 내부에 밸브(24)가 형성

양에 대응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구성요소

된 환형 링(20)이 형성되어 팽창되는 내용

1-5’)을 특징으로 하는, 트윈 링 타입의 자동

및 붐(10)은 그의 길이를 따라 구획화되어

팽창 오일펜스(‘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붐(10)의 일 구획이 고장 나더라도 붐(10)
의 다른 구획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

수면으로 부상하는 부력부, 상기 부력부의 아

는 것이 바람직함이 기재되어 있음.

래쪽으로 연결되는 스커트부 및 상기 스커트
부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밸러스
트부를 포함하는 오일펜스에 있어서(‘구성요
소 5-1’),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
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1 팽창링; 상기 제1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
기 제1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1 가스공
급라인;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상기 제1 팽창링과 동일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지되,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
로 팽창되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2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이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될 수 있게 상기 제1 가스공급라인의 상
기 제1 팽창링으로의 가스 공급과 별도로, 상
기 제2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
수의 상기 제2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가스공급라인;을 포함하고(‘구성요소 5-2’), 각
각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
과 이격되어 서로 반복하여 배열되며(‘구성요
소 5-3’),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
링을 둘러싸는 부력커버(‘구성요소 5-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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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커버 내부
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의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상기 부력커버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원형의 격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격벽은 상기 제1 팽창링과 상
기 제2 팽창링 사이에 위치하고, 외경이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의 내경보다
큰 것(‘구성요소 5-5’)을 특징으로 하는, 트윈
링 타입의 자동팽창 오일펜스(‘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

[도 1]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고안은 분리된 이중 팽창링 형태이고 격벽이 물을 차단하는 구조이므로,
선행고안 1, 2에 비해 코일이나 팽창링의 파손시에도 부력을 유지하고, 물의 이동을 차
단하며, 설치하는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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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선행고안 1, 2로부터도 분리된 이중 팽창링 형태의 구성 및 격벽에 의해 물을 차단하는
구성의 도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고안의 효과도 선행발명들에 비해 별다른 점이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출원고안의 이중 고리 형태의 팽창링과 격벽의 구조를
선행고안들로부처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판결은 선행
고안 2에는 폐곡선 형태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다수개의 환형 링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일부
환형 링이 고장 나는 경우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고안 1의 나선형의 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선행고안 2의 환형 링 사이에 설치된
격벽을 환형 링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정도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
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진보성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고안은 오일펜스가 자동팽창 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오일펜스를 전개할 수 있고, 오일펜스의 어느 한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
른 부분에서의 가스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용 및 교체가 편리한 링타입의
자동팽창 오일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참조).
비교대상고안 1은 자동팽창코일인 트윈 스파이럴코일을 두 개로 번갈아 평행
하게 엇갈리게 설치함으로써 1차 자동팽창코일이 파손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차 자동팽창코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참조).
비교대상고안 2는 하나의 단일 튜브 또는 긴 단일 튜브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튜브에서 부력이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복수개의 튜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
히 내부튜브 주위에 환형 링을 설치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배경 및 상세한 설명
참조).
- 153 -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는 팽창식 펜스에 관한 것으
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고안은 오일펜
스의 어느 한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서의 부력이 유지될 수 있도
록 복수개의 튜브를 설치한 링타입의 자동팽창 오일펜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
대상고안 1, 2의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튜브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
서 부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수개의 튜브를 설치한 자동팽창 오일펜스에 관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목적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해 특이하지 않은 것으
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
또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1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1은 ‘수면으로 부상하는 부력부, 상기 부
력부의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스커트부 및 상기 스커트부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
록 하는 밸러스트부를 포함하는 오일펜스에 있어서’로, 비교대상고안 1의 ‘수면으로
부상하는 오일펜스(0, 부력부), 부력부 아래로 연결되는 스커트부(3, 4) 및 스커트부
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밸러스트(5)’와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1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 1-2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2는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
되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1 팽창링; 상기 제1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기 제1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1 가
스공급라인;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상기 제1 팽창링과 동일
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지되,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되고, 다수 개로 구비
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여 배열되는 제2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이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될 수 있게 상기 제1 가스공급라인의 상기 제1 팽창
링으로의 가스 공급과 별도로, 상기 제2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기 제2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가스공급라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교대상
고안 1의 ‘오일펜스 내부에서 나선형으로 형성되어 길이방향으로 배열되는 1차 자
동팽창코일(1)과, 1차 자동팽창코일과 동일한 형태의 나선형으로 형성되어 길이방
향으로 배열되고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2차 자동팽창코일(2) 및 1차 자동팽창코일
과 2차 자동팽창코일(2)에 공기를 주입하는 압축공기호스(6)를 포함하는 것’과 대
응된다.
다만, 구성 1-2의 제1 자동팽창코일 및 제2 자동팽창코일은 폐곡선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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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비교대상고안 1은 나선형으로 형성된 점이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
대상고안 1에 1차 자동팽창코일이 파손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2차 자동팽
창코일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분야와 동일
한 비교대상고안 2에 하나의 단일튜브에 공기의 누출이 발생하면 부력이 소실되므
로 복수개의 튜브로 배열하는 기술내용이 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펜스(10) 내
부의 내부튜브(18) 주위에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20)을 길이방향으로 다수개 배열
하여 독립된 부력을 제공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어,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1의 1, 2차 자동팽창코일을 비교대상고안 2의 환형 링으
로 변경하는 것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성 1-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쉽게 도
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구성 1-3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3은 ‘각각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과 이격되어 서로 반복
하여 배열되는 것’으로, 비교대상고안 1의 ‘나선형의 제1 자동팽창코일과 제2 자동
팽창코일을 한 쌍으로 배열하는 것’과 대응된다.
다만, 구성 1-3은 제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의 제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제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과 이격되어 배열되
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나선 형태로 길이방향으로 배열되고, 비교대상고안 2는
환형 링이 독립되어 배열되는 점이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1에 나선형
의 1차, 2차 자동팽창코일을 한 쌍으로 배열하여 오일펜스에 설치하는 내용이 개시
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2의 환형 링을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복수개로 배열하여 설치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성 1-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쉽게 도
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구성 1-4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4는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을
둘러싸는 부력커버’로서, 비교대상고안 1의 ‘1차 자동팽창코일 및 2차 자동팽창코일
을 둘러싸는 오일펜스(0)’와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4는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구성 1-5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5는 ‘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
커버 내부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의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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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력커버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격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격벽은 테두리가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에 결합되고, 결합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의 모양에 대응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으로, 비교대상고안 1의
‘오일펜스 내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내부를 구획하는 격벽’과 대응된다.
한편, 구성 1-5의 격벽은 ‘오일펜스(0)의 길이방향을 따라 다수 개로 구비되
어 부력부(10)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며, 일부 공간 상에서 부력커버(11) 내지는 제1
팽창링(12)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
록 한다. 예컨대, 격벽(16)에 의해 구획되는 부력부(10)의 일부 공간에서 손상이 발생
하여 부력부(10)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 유입된 해수가 인접한 다른 공간으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그 공간 내부에서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한
다. 이처럼, 원형의 격벽(16)이 제1 팽창링(12) 또는 제2 팽창링(14)에 고정결합되고
부력부(10) 내부의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제1 팽창링(12)과 제2 팽창링(14)의 팽창시
격벽(16)이 함께 펼쳐지면서 부력부(10) 전체 형상이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고, 구획
된 공간 간의 물질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부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식별번호 [0039]~[0041] 참조). 그리고 비교대상고안 1의 격벽은 ‘오일펜스(0)
내부에 격벽(10)이 형성되어 있으며, 격벽(10)은 오일펜스(0)의 내부를 일정 간격을
두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벽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으며 하단은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격벽(10)은 오일펜스가 해상에서
작동될 때 파도나 이물질 등에 의해 오일펜스의 본체부(0)의 부력부 일부가 파손되
어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오일펜스(0) 내부로 주입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손된 오일펜스(0) 부분으로 해수가 들어오는 경우 오일펜스는 오일펜스
(0)의 하단이 개방된 상태이므로 서서히 들어온 물이 빠지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
으며,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주입되는 경우 오
일펜스의 내부에 물이 침투되어 오일펜스가 침강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를 대
비하여 설치한 것이 내부 격벽(10)으로서 내부 격벽(10)에 의해 오일펜스(0)의 내부
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간이 구분되므로, 파손된 오일펜스(0) 부분에 해당하는 공
간으로 물이 침투되는 경우, 침투된 공간에는 물이 차게 되지만, 격벽(10)에 의해 차
단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오일펜스(0)의 하단으로 물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성 1-5의 격벽은 부력부의 내부공간을 구획하여 부력부의 일
부 공간이 손상이 되는 경우, 유입된 해수가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공간 내부에서 신속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의 격벽도 오일펜
스 내부를 구획하여 오일펜스의 일부 공간이 손상되는 경우, 침투된 공간에는 물이
차게 되지만 격벽에 의해 차단되어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내부
공간에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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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격벽은
원형이면서 그 테두리가 제1 팽창링 또는 제2 팽창링에 결합되거나, 제1 팽창링과
제2 팽창링 사이에 위치하여 격벽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격벽은 하단이 고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구성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러
나 비교대상고안 1의 격벽도 오일펜스 내부를 구획하여 오일펜스의 일부분이 파손
되는 경우에 유입된 해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격벽의 설치 용이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격벽 테두리
의 고정부위, 격벽의 형태, 격벽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구성 1-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
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고안이 다수개로 구비된 폐곡선 형태의 2개의 팽창
링과 각각의 팽창링에 가스를 공급하는 2개의 가스공급라인을 구비하고, 한 쌍의 제
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제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과 이격되어 설치
되는 것이나, 비교대상고안 1의 1차 및 2차 팽창코일은 개방된 형태로 하나로 길게
꼬여서 구비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구성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1
및 비교대상고안 2는 팽창코일의 일부분이 파손되는 경우 부력이 급격히 줄어 오일
펜스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가.
(2) (나) 및 (다)’에서 살핀 내용과 같으므로 이유 없다.
(사) 결합의 용이성 판단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도
동일하고, 펜스(10) 내부의 내부튜브(18) 주위에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20)을 길이
방향으로 다수개 배열하여 독립된 부력을 제공하는 비교대상고안 2의 환형 링 구성
을 비교대상고안 2의 트윈 스파이럴코일 오일펜스에 적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술
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 2의 구성의 결합에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
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
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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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의 구성 5-1 내지 구성 5-4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 1-1 내지 구성 1-4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구성 5-1 내지 구성 5-4는 위
‘가. (2) (가) 내지 (라)’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구성 5-5의 격벽의 설치위치
및 크기가 구성 1-5의 격벽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격벽의 설치위치 및 크기
도 위 ‘가. (2) (마)’에서 살핀 내용과 같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로부
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다.
따라서 구성 5-1 내지 구성 5-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
히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고,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청구범위
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나머
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고안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은 아래와 같이 선행고안들과 구성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상이한 구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선행고안들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연결된 이중코일 형태의 선행고안 1에서는 서로 다른 복수의 지점에서 각기 다
른 코일의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물에 잠기게 되나,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
안의 팽창링은 분리된 이중고리가 복수로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이 경우에도 부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의 경우 팽창링이 한 쌍씩 배열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팽창링이 소실되더라도 다른 팽창링에 의해 부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3) 선행고안 1과 달리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의 경우 격벽이 물의 이동
을 완전히 차단하므로 튜브의 하부까지 파손되는 경우에도 특정구역만 물에 잠기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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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의 경우 다수의 팽창링이 개별적으로 연결되
어 있어서, 유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선행고안들과는 달리 각각의 팽창링
이 동시에 펼쳐지고, 이와 동시에 격벽도 함께 펼쳐져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시간
을 단축하고 부력부의 전체 형상을 갖추는 것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 선행고안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요소를 선행고안 1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면 다
음 표와 같다(대비되는 주요 구성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하 대비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밑줄을 사용한다).

1-1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선행고안 1

수면으로 부상하는 부력부, 상기 부력부의 아

자동팽창식 트윈스파이럴코일 오일펜스는

래쪽으로 연결되는 스커트부 및 상기 스커트

자동팽창 코일인 트윈스파일럴코일에 의하

부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밸러스트

여 자동으로 수면에 부상되는 본체부의 수

부를 포함하는 오일펜스에 있어서

면상 높이에 해당하는 부력부, 상기 본체부
의 하단에 연결되어 기름을 차단하는 수면
하 깊이에 해당하는 스커트부와 상기 스커
트부의 하부에 수직으로 유지시켜주는 발라
스트를 구비한 오일펜스(문단번호 [24], 도1)

1-2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중간튜브 내부에서 형성된 고정부재에 고정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

된 나선형의 1차 자동팽창코일, 상기 1차 자

여 배열되는 제1 팽창링; 상기 제1 팽창링 내

동팽창코일과 번갈아 평행하게 엇갈리며 상

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기 제1 팽

기 오일펜스 내부면에 나선형으로 고정된 2

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1 가스공급라인; 상

차 자동팽창코일, 상기 1차 자동팽창코일 및

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상

2차 자동팽창코일의 나선의 일부분을 통과

기 제1 팽창링과 동일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지

하며 압축공기를 1차 및 2차 자동팽창코일

되,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되고,

내로 주입하는 압축공기호스(문단번호 [24],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

도1)

여 배열되는 제2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
이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될 수
있게 상기 제1 가스공급라인의 상기 제1 팽창
링으로의 가스 공급과 별도로, 상기 제2 팽창
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기 제
2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가스공급라인;
을 포함하고(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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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선행고안 1

각각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
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다

2차 자동팽창코일(2)은 1차 자동팽창코일(1)

른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

과 번갈아 평행하게 엇갈려 가며 오일펜스

창링과 이격되어 서로 반복하여 배열되며(구

(0) 내부면에 고정(문단번호 [33], 도 1, 2)

성요소 1-3)

1-4

1-5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을 둘러

1차 자동팽창코일 및 2차 자동팽창코일을

싸는 부력커버

둘러싸는 오일펜스(0)(도1)

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커버 내부

격벽(10)은 오일펜스(0)의 내부를 일정 간격

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의

을 두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상기 부력커버 내

로, 내벽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단은 고

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격벽;을 더 포함하고,

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문단

상기 격벽은 테두리가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번호 [38], 도6).

상기 제2 팽창링에 결합되고, 결합되는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의 모양에
대응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

대
표
도
면

[도2] 주스커트와 미니스커트가 분리된 정면도

[도6] 격벽이 설치된 본고안의 실시예의 정면도

2) 구성요소별 상세 비교
가) 구성요소 1-1
구성요소 1-1은 선행고안 1의 부력부, 스커트부 및 발라스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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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소 1-2, 1-3
구성요소 1-2, 1-3은 부력부에 삽입 장착되는 제1, 2차 팽창링에 관한 구성
인데, 선행고안 1에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동팽창코일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별도
의 압축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1-2의 제1, 2차 팽창링은 폐곡선의 형태이며 다수개로 구
비되는데 반해, 선행고안 1의 1, 2차 자동팽창코일은 나선형의 단일코일의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1’이라 한다)가 있으며, 또한 선행고안 1에는 구성요소
1-3의 제1차 및 제2차 팽창링이 한 쌍을 이루어 다른 한 쌍과 이격되어 반복 배열되
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2’라고 한다)가 있다.
다) 구성요소 1-4
구성요소 1-4는 선행고안 1의 자동팽창코일을 둘러싸는 오일펜스와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1-5
구성요소 1-5와 선행고안 1의 격벽은 각각 부력커버 및 오일펜스를 구획화
하기 위해 다수개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1-5의 격벽은 팽창링에 결합되며 그 테두리가 모두 고정
되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격벽은 내벽 상단에만 고정되고 하단은 고정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차이점 1-1에 대한 평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 선행고안 1은 팽창링의 형
태가 각각 폐곡선과 나선형의 코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고안 2에는 폐곡선 형태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다수개의 환형
링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고안 1의 나선형의 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함으로서 차이점 1-1은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1) 선행고안 2의 명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부유식 붐(boom)에 관한 고안인
선행고안 2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부력커버에 대응하는 중간튜브의 내부에
나선형의 코일이 삽입된 실시예와 폐곡선 형태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다수개의 환형
링이 삽입되는 실시예를 모두 제시하면서 상기 환형 링과 나선형 코일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고안 1의 나선형 코일 형태의 자
동팽창코일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으로 대체할 동기가
충분하다.
(2) 선행고안 1의 압축공기호스는 1, 2 자동팽창코일에 번갈아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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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이므로, 상기 2중 나선형 자동팽창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2개의 압축공기호스를 환형 링 하부에
번갈아 연결하는 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상식에 부합
한다.
(3)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의 환형 링을 적용하더라도 선행고안 1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달리 선행고안 1과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
아볼 수 없다.
(4)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
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나) 차이점 1-2에 대한 평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제1, 2 팽창링이 한 쌍씩 이격되어 반복 배열됨
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고안 2에는 환형 링이 등간격으로 설치되는 실
시예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과 선행고안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1) 선행고안 2에 다수의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을 중간튜브 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행고안 2의 명세서에서 환형 링의 배치 간
격에 대해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 마찬가지로 선행고안 2도 환형 링을 다수 개
배치하는 이유가 일부 환형 링이 고장 나는 경우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자의 목적이 동일하다.
(3) 상기 팽창링 또는 환형 링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인지 한 쌍씩 이격되
게 배열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선택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그로 인한 효과도 일부 환형 링이 고장 나는 경우 부력을 유지한다는 선행고안
2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차이점 2에 대한 평가
구성요소 1-5의 격벽은 팽창링과 결합되는데 반해 선행고안 1의 격벽은 단
지 오일펜스의 내벽에 부착되므로 양 격벽의 부착위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성요
소 1-5의 격벽은 테두리가 팽창링과 결합되는 반면 선행고안 1의 격벽은 상부만 고
정되고 하단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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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차이라고 인정된다.
(1) 선행고안 1에서의 격벽 역시 오일펜스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오일펜스 전
체의 부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의 내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
된다는 점에서 그 설치 목적 및 역할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격벽과 동일하다.
(2) 선행고안 1에서 격벽을 오일펜스의 내부에 설치하되 상부만 고정한 이유
는 자동팽창코일이 나선형으로 설치됨에 따라 격벽을 설치하고자하는 단면의 하단
에 존재하는 자동팽창코일이 격벽의 설치를 방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단만 고정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인정되는데, 나선형 코일을 환형 링으로 대체할 경우 격벽
의 일부만 고정할 수밖에 없었던 위 장애 조건이 해소되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
면 격벽의 테두리를 전부 고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선행고안 2의 중간튜브에 격벽을 구획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획화의 목적이 일부 구획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구획화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격벽과 동일한 구
성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 상식에 부합한다.
(4) 격벽의 설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선행고안 2의 환형 링 사이에 설치된
격벽을 환형 링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정도의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선행고안 1과 2의 결합의 용이성
선행고안 1과 선행고안 2는 수면에 설치되는 오일펜스와 붐(boom)을 부유시키
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의
폐곡선 형태의 다수개의 환형 링 및 중간튜브를 구획화하는 구성을 선행고안 1에
결합하는 것도 앞서 든 여러 사정, 즉 ① 선행고안 2의 명세서에 나선형의 코일을
삽입하는 실시예와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을 삽입하는 실시예가 모두 제시되어 있
으며, 나아가 상기 환형 링과 나선형 코일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
고 있는 점, ② 선행고안 1의 나선형의 코일을 환형 링으로 대체하더라도 다른 구조
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점, ③ 상기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환형 링을 채택하고
있는 선행고안 2에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격벽과 동일하게 중간튜브를 구획
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쉽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고안 1과 선행고안 2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
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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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의 구성요소의 대비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

수면으로 부상하는 부력부, 상기 부력부의 아

좌동

래쪽으로 연결되는 스커트부 및 상기 스커트
5-1

부가 세로방향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밸러스
트부를 포함하는 오일펜스에 있어서
상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좌동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복하
여 배열되는 제1 팽창링; 상기 제1 팽창링 내
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기 제1 팽
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1 가스공급라인; 상
기 부력부 상에서 폐곡선 형태로 형성되고,
상기 제1 팽창링과 동일한 형태 및 크기를 가
지되,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되
고, 다수 개로 구비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반
복하여 배열되는 제2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
5-2

창링이 상기 제1 팽창링과 독립적으로 팽창될

5-3

수 있게 상기 제1 가스공급라인의 상기 제1
팽창링으로의 가스 공급과 별도로, 상기 제2
팽창링 내부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다수의 상
기 제2 팽창링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가스공급
라인;을 포함하고(구성요소 5-2)
각각 독립적으로 팽창되는 상기 제1 팽창
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한 쌍을 이루어,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은
다른 한 쌍의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과 이격되어 서로 반복하여 배열되며
(구성요소 5-3)

5-4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을 둘러
싸는 부력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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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5-5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

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커버 내

적어도 둘 이상 구비되어, 상기 부력커버

부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창링

내부에서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2 팽

의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상기 부력커

창링의 배열 방향을 따라 배열되고, 상기

버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격벽;을 더 포함

부력커버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원형의

하고, 상기 격벽은 테두리가 상기 제1 팽창링

격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격벽은 상기 제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에 결합되고, 결합되는

1 팽창링과 상기 제2 팽창링 사이에 위치

상기 제1 팽창링 또는 상기 제2 팽창링의 모

하고, 외경이 상기 제1 팽창링 및 상기 제

양에 대응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

2 팽창링의 내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것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위 표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
사실상 격벽의 설치 위치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고안 2에 이미 환형 링 사이를 구획화한다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에서 격벽을 제1 팽창링 및 제2 팽창링 사이에 설치한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고, 격벽이 팽창링 사이에 위치할 경우 그 외경이 팽창링의 내경보다
크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진보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복수 지점 파손의 경우 효과의 현저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행고안 1에서는 서로 다른 복수의 지점에서 각기
다른 코일의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물에 잠기게 되나,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에서
는 그러한 경우에도 부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도 어느 하나의 자동팽창코일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팽창코일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파손을 대비한 부력 유지 장치의 구성은 선행고안 1에
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원리라고 할 것인데, 선행고안 2가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복수의 환형 링을 설치하는 구성을 제시하고 있고 선
행고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효과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된
다고 보기 어렵다.
2) 한 쌍의 팽창링 설치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경우 팽창링이 한 쌍씩 배열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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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링이 소실되더라도 인접한 제2 팽창링에 의해 부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도 하나의 코일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코
일에 의해 부력을 유지하도록 자동팽창코일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손을 대비한 부력 유지 장치의 구성은 선행고안 1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기술
적 과제 및 과제해결원리라고 할 것인데, 선행고안 2가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형 링을 길이 방향을 따라 복수개 설치하는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한 쌍씩
배열하든 혹은 등간격으로 배열하든 팽창링 일부 소실의 경우 인접한 팽창링에 의
해 부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효과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제5항 출원고안
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격벽의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경우 격벽이 물을 차단하여 특정 부위가 파손된 경
우 이로 인한 피해를 특정 부위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도 오일펜스의 일부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격
벽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오일펜스 일부 파손을 대비한 격벽의 설치는 선행고안 1에
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원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고안 1에 선행고안 2의 복수의 환형 링을 적용할 경우 일부만 고정하던 선행고안
1의 격벽을 팽창링과 견고하게 결합하거나 팽창링의 내경보다 큰 원형의 격벽으로
대체하는 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효과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다.
4) 설치 시간의 단축 및 편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출원고안의 경우 각 팽창링에 각 가스공급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스 또는 공기 공급시 각각의 팽창링이 동시에 펼쳐지는 효과가 있고 상기 펼쳐지
는 과정에서 격벽도 함께 펼쳐지므로 오일펜스의 설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에서도 압축공기호스는 나선형 자동팽창코
일의 각 하단에 연결되어 있고, 선행고안 1의 자동팽창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2개의 압축공기호스를 환형 링
하부에 번갈아 연결하는 것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효
과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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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출원고안 전체에 대하여 그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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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허1578 거절결정(특) 2018. 9. 7.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

관련사건

쟁점사항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36850

2017원4363

<진보성>
 이 사건 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 일본특허공보 특허제4237742호(2009. 3. 11.)
 을 제2호증 : 금속간 화합물(금속용어사전)
 을 제3호증 : 금속경화처리(두산백과)
 을 제4호증 : 분산 경화(도금기술 용어사전)
 을 제5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4-214606호(2004. 7. 29.)

입증방법

 을 제6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6-225687호(2006. 8. 31.)
 을 제7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7-081385호(2007. 3. 29.)
 을 제8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 2008-127624호(2008. 6. 5.)
 을 제9호증 : KOBELCO TECHNOLOGY REVIEW No.27 (2007. 11.)
 을 제10호증 Micron Vol.40, 66-69(2009. 1.)
 을 제11호증 금속의 전기 비저항(재료과학과 공학)
양 발명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에 Ni와 La가 포함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0.01원자%∼0.04원
자%의 Ni와 0.03원자%∼0.06원자%의 La가 포함되는 반면, 비교대상발
명 1은 Ni와 La가 전체 0.01~20질량% 범위에서 포함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결요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Ni와
La의 조성범위는 비교대상발명 1의 Ni와 La가 0.01~20질량%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에 속하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Al에 첨가되는 원소와 그 함량 범위를 용도나 효과 등을 감안하
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 1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Al의 강도 증가를 위해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가 액정장치의 배선 용도 등으로 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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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원소 중 하나(예를 들어 La)를 임의로 선택하여, 함유량 효과 등을 감
안해 두 원소의 적절한 함량 범위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한 반복 실험의
문제일 뿐 별도의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 1 및 추가 데이터를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범위
를 벗어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래의 알루미늄과 동일한 도전
성을 유지하면서 흠집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데이터가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는 실시예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이 오히려 상승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치 범위에 특별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단순한
반복 실험 등을 통해 적절히 선택 내지 최적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양 발명의 조성비를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에서 Ni
0.01~0.04원자%는 0.022~0.087질량%에, La 0.03~0.06원자%는 0.154~0.308
질량%에 각 대응한다. 그렇다면, Ni와 La가 동시에 선택된 경우 Ni 및 La의 총조
성비는 0.176~0.395질량%에 해당하므로, 위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의
조성비는 선행발명 1의 0.1~20질량%와 그 수치범위가 중복된다. 선행발
명 1은 알루미늄(Al)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금속원소 및 희토류원소
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Ni, La는 통상적으로 알루미늄과 금
판결요지
(청구기각)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들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
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Ni와 희토류 원소인 La의 조합을 당연히 고
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Ni, La 등의 원소의 첨가를 통하여 Al과의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여 재료의 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는데, 선행발명 1에서 Ar 등 불활성 가스를 포함시켜 금속간 화합물이
나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자체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금속간 화
합물의 형성을 전제로 하므로, 선행발명 1은 당연히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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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0.01원자%∼0.04원자%의 Ni와 0.03원자% -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0.06원자%의 La를 포함하고, 잔부가 Al 및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불가피 불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루미 Fe, Ni, Cr, Mo, W, M n, Tc, Re 및 B
늄 스퍼터링 타겟
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
도 1종의 원소를 0.01∼20질량%의 범위
에서 포함하고, 잔부가 실질적으로 Al로
이루어지는 잉곳 또는 소결체 ...(중략)...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제조방법(청구
항 1 참조).

◈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에 다량의 Ni와 La가 첨가하는 데
따른 스퍼터링막의 전기저항 증가 및 타겟 조성의 불균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므로,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와 상이하다.
나) 선행발명 1은 단순히 금속원소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특별히 Ni와 La 원소의 조합
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아 구성에 곤란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Ni와 La의 수치범위에서 선행발명 1과 구별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

◈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 품질이나 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나) Al-Ni-La계 합금은 스퍼터링 타겟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금속원소 중에서 알루미늄 타겟의 강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소 중 하나인 Ni를 선택하고, 액정장치의 배
선 용도 등으로 희토류 원소 중 하나인 La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절한 함량비로 조절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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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성분 조성범위
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 품질이나 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Al-Ni-La계 합금은 스퍼터링 타겟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금속원소 중에서 알루
미늄 타겟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소 중 하나인 Ni를 선택
하고, 액정장치의 배선 용도 등으로 희토류 원소 중 하나인 La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Ni, La의 조성범위는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기술내용으로부터 단순한 반복 실험들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 내지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일상적인 연구활동 범
위 내의 노력에 의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과 동일한 정도의 도전
성을 갖추면서 흠집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스퍼터링 타겟에 관한 것이고(요약,
[001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롱 스로우 스퍼터(long throw sputter)나 리플로우 스
퍼터(reflow sputter) 등 신 스퍼터 방식으로 스퍼터링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불량
모드(거대 더스트(dust)나 큰 오목부)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퍼터
링 타겟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요약, [0013]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스퍼터링
개시 직후부터 라이프 엔드(life end)까지 안정된 방전이 실현되게 하는 스퍼터링용
순Al 타겟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요약, [0008] 참조)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안정적인 알루미늄 박막을
얻기 위해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 품질이나 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0.01원자%∼0.04원자%의 Ni와 0.03원자%∼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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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La를 포함하고, 잔부가 Al 및 불가피 불순물인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의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Fe, Ni,
Cr, Mo, W, Mn, Tc, Re 및 B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원소
를 0.01~20질량％의 범위에서 포함해 남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Al로 이루어지는 것
(청구항 1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에 Ni와 La가 포함되
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0.01원자%∼0.04원자%의 Ni와
0.03원자%∼0.06원자%의 La가 포함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Ni와 La가 전체
0.01~20질량% 범위에서 포함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0.01원자%∼
0.04원자%의 Ni와 0.03원자%∼0.06원자%의 La가 포함되는 것은 질량% 단위의 합
으로 0.176질량%~0.395질량%(0.022~0.087질량%의 Ni와 0.154~0.308질량%의 La의
합)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Ni와 La가 0.01~20질량%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청구항 1 참조)에 속하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의 청구항 1에는 비록
Al에 첨가될 수 있는 여러 원소가 나열되어 있고 그 함량 범위(0.01~20질량%)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범위(0.176질량%~0.395질량%에 해당)에 비해 넓지만, 발명
의 설명에는 ‘첨가 원소로 Al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소가 바람직하고, 반도
체 소자의 배선 형성용으로는 도전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액
정표시장치의 배선 형성용으로는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0016]
내지 [0018] 참조)’,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의 Al에 대한 고용도는 1.0질량% 이하
인 것이 바람직한데 Al에 대한 고용도가 1.0질량%를 넘으면 힐록(hillock)의 억제 효
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고 비저항의 증대 우려가 있고,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의
함유량이 0.1질량% 미만이면 힐록(hillock)의 억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보다
바람직한 첨가량은 0.1~10 중량% 범위이며 한층 더 바람직하게는 0.5~1.5% 중량%
범위이다([0019] 및 [0020] 참조)’ 등의 기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Al에 첨가되는
원소와 그 함량 범위를 용도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Al의 강도
증가를 위해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중 하나(예를 들어 Ni, 해당 기술분야에서 강
도 증가를 위해 널리 이용되는 Ni는 비교대상발명 1의 표 5의 실시예에도 나타나
있음)를 선택하고, 나아가 액정장치의 배선 용도 등으로 희토류 원소([0018] 참조)
중 하나(예를 들어 La)를 임의로 선택하여, 함유량 효과([0019] 및 [0020] 참조) 등을
감안해 두 원소의 적절한 함량 범위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한 반복 실험의 문제일
뿐 별도의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 1 및
추가 데이터를 보면([별지 1] 참조), 추가 데이터 6(Al–0.01%Ni-0.02L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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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출원발명의 범위(0.01원자%∼0.04원자%의 Ni와 0.03원자%∼0.06원자%의 La)
를 벗어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래의 알루미늄과 동일한 도전성을 유지
하면서 흠집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고(추가 데이터
6의 박막 저항률(3.10 μΩcm)과 평균 성막 매수(20.3개)는 순 알루미늄의 박막 저항률
(3.12 μΩcm)과 평균 성막 매수(22.8개)보다 낮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데이터 3(Al–0.05%Ni-0.04%La)은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는 실시예
3(Al–0.02Ni–0.06La)과 비교하여 박막 저항률의 증가폭(3.11 μΩcm → 3.16 μΩcm)
에 비해 평균 성막 매수의 감소폭(15.8개 → 10.5개)이 더 커서 전체적인 효율(도전성
대비 흠집 저감률)이 오히려 상승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치 범
위에 특별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내용으로
부터 단순한 반복 실험 등을 통해 적절히 선택 내지 최적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
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대비 결과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기
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공통되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의하여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조성 함량의 수치 범위에 특별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안정적인 알루미늄 박막을 얻기 위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 품질이나 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서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은 스퍼터링시 발생하는 거대 더스트, 큰
오목부, 힐록 및 에칭잔사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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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기술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Ni 및 La 등의 첨가 원소를
소량 포함시킴으로써 스플래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
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을 사용하여 기판에 성막시,
스플래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퍼터링 타겟의 흠집 발생을 저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으로서(갑 제1호증 문단번호 [0008] 내지 [0011]]
참조), Al-Ni계 금속간 화합물 및 Al-La계 금속간 화합물이 석출될 정도의 Ni 및 La
를 첨가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한다(갑 제1호증 문단번호 [0017] 참조).
선행발명 1은 ㉮ 알루미늄 배선 스퍼터링 시 힐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Cu, Si, Pd, Ti, Zr, Hf, Nd, Y 등의 금속 원소를 미량 첨가시켜 알루미늄과 금속
간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힐록의 발생을 억제시키고(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05]
참조), ㉯ 이와 함께 롱스로우 스퍼터링, 리플로우 스퍼터링 등 고온의 스퍼터링 방
식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거대 더스트 및 큰 오목부 등의 불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하여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Fe, Ni, Cr, Mo, W, M n, Tc, Re 및 B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원소를 스퍼터링 타겟에 분산시키는 것을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으로
하고 있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4] 참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일반적인 스퍼터링에 있어서, 타겟 중에 편석이
나 내부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상 방전 등에 의해 더스트나 스플래시 등이 발
생한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07] 참조)라고 기재하고 있어, 선행발명 1이 의도
하는 힐록, 거대 더스트, 큰 오목부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이 균일하지 않은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은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
는 흠결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
제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양 발명은 Ni, La 등의 원소를 소량 함유
시켜 알루미늄(Al)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하는 점에
서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역시 공통점이 있다.
2) 구성의 대비
가)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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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물로 일정 조성비를 가지는 Ni, La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Fe, Ni, Cr, Mo, W, Mn, Tc, Re 및 B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원소를 0.01∼20질량%의 범위에서 포함하고, 잔
부가 실질적으로 Al로 이루어지는 잉곳 또는 소결체”(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4])
라고 기재하고 있어,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물로 Ni와 La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위 원소들의 조성비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
서 청구범위 및 문단번호 [0014]에는 ‘0.01~20질량%’로 기재하고 있으나, 문단번호
[0020]에서는 0.1~20질량%로 기재하고 있어 일관되지 않은데, 선행발명 1에서는 금
속원소를 0.5질량%(실시예 1 내지 5), 6질량%(실시예 6 내지 11)를 사용한 실험결과
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하 수치범위가 좁은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선행발명들과
대비한다(을 제1호증 참조).
양 발명의 조성비를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에서 Ni
0.01~0.04원자%는 0.022~0.087질량%에, La 0.03~0.06원자%는 0.154~0.308질량%에
각 대응한다. 그렇다면, Ni와 La가 동시에 선택된 경우 Ni 및 La의 총조성비는
0.176~0.395질량%에 해당하므로, 위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의 조성비는 선행발명
1의 0.1~20질량%와 그 수치범위가 중복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1에서는 첨가되는 금속원소의 조성비를
0.1~20질량%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구성요소 1은 Ni의 조성비가 0.022~0.087질
량%(0.01~0.04원자%)이므로 선행발명 1의 조성비에 따른 수치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문단번호 [0020]은 ‘적어도 1종’ 이상의 첨
가 원소의 총중량의 범위를 0.1~20질량%로 제시한 것이므로, 첨가되는 1종 이상의
금속원소 중 어느 한 가지 금속원소의 조성비가 상기 수치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선행발명 1의 조성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알루미늄 타겟에 첨가될 수 있는 원소
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Fe,
Ni, Cr, Mo, W, M n, Tc, Re 및 B 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원
소를 0.01∼20질량%의 범위에서 포함하고, 잔부가 실질적으로 Al로 이루어지는 잉곳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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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결체(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4])
-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로서는, Al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소라면 여러 가지 금속
원소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Cu, Si, Cr, Ni, Pt, Ir, Ta, W, Mo, Nb, Re등이나,
Y, Gd, Nd, Dy, Sm, Er 등의 희토류 원소를 들 수 있다. 이 실시 형태의 스퍼터링 타겟에
서는, 이들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외에, 상기한 원소군으로서 열거한 바와 같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원소를 첨가 원소로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을 제1호증 문단
번호 [0017] 참조)

위 기재사항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알루미늄(Al)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
성하는 금속원소 및 희토류원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Ni, La는 통상
적으로 알루미늄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들이므로, 통상
의 기술자라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Ni와 희토류 원소인 La의 조합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물로
서 Li 및 La를 포함하고, 상기 두 금속원소의 질량비가 중복되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그런데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에 포함가능한 금속원소로 Ni 및 La를 선택한 경우 그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는 0.1~20질량% 범위에서 스퍼터링 타겟에 함유시킨다.”
(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20] 참조)라고 기재하여 금속원소 총합의 조성비만을 기재
하고 있을 뿐, 각 금속원소별로 그 구체적인 조성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2)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이 Ni 및 La
를 포함하고, 그 조성물의 잔부가 Al 및 불가피한 불순물인 것인데, 선행발명 1도
잔부가 Al로 이루어지므로, 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종래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에 다량의 Ni,
La 금속원소가 포함될 경우 전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해결수
단으로 ‘0.005원자%~0.04원자%의 Ni와 0.005원자%~0.06원자%의 La'의 조성비를 제
시하면서, 종전에는 위 조성범위에서는 충분한 양의 Al-Ni계 금속간 화합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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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계 금속간 화합물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비
를 고려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1호증 문단번호 [0021]
참조).
위 기재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 고려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수치범위의 극소량 Ni 및 La를 첨가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강도를
향상시키되 도전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그런데, ① Ni, La는 알루미늄과 금속간 화합물 형성을 위하여 통상적으
로 사용되어 온 원소들로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의
Ni, La 조성비는 선행발명 1과 중복되는 점, ② 금속간 화합물 등 불순물을 줄일수록
도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으로,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막의 도전성 향상을 위해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기술적 과제인 점, ③ 금속간 화합물은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강도를 향상시키
기는 하나, 반대로 불순물로 작용하여 도전성을 저하시키므로, 첨가되는 금속원소의
조성비는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차
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적 의
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Ni 및 La의 조성범위를 선정
한 기술적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예에는 Ni: 0.02원자%, La:
0.02~0.06원자%인

경우만

나타나

있고,

추가실험자료(갑

제16호증)에도

Ni:

0.01~0.05원자%, La: 0.02~0.07원자%인 수치범위에 대한 실험결과만을 기재하고 있
어,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2에 따른 Ni 및 La 원소의 조성비가 그 수치범위 내외에
서 현저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La 수치를 0.02원자%로 한 실시예
1, 4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 범위 내의 수치로 한 실시예 2, 3, 5, 6의 경우
와 비교할 때 도전성(박막 저항률)과 흠집 발생 저감 효과(스플래시가 1개 이하가
될 때까지의 성막 매수)에서 각각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위 Ni, La의 조성범위는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기술내용으로
부터 단순한 반복 실험들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 내지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통
상의 기술자가 일상적인 연구활동 범위 내의 노력에 의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
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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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용효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조공정상 특수한 공정을 도입하지 않고 스
플래시 저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우수한 도전성을 나타내는 점에서 선
행발명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상이한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선행발명 1은 금속 원소들을 미량 첨가하는 것과 더불어 버블링 공정을
통해 잉곳 및 소결체가 Ar 및 Kr를 적어도 5질량% 이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Ar 등에 의한 버블링은, 단지 불순물 원소량의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잔존
하는 Cr, Fe, C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37] 참조).
- Ar이나 Kr은 에칭 시에 금속간 화합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자체의 반응성을 높이는
작용을 갖는다. 즉, Ar이나 Kr은 금속간 화합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의 에칭에 대하
여 촉매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중략)... 금속간 화합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자체를
Al의 입자 내나 입계에 미세하게 또한 균일하게 석출시킬 수 있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39] 참조).

위 기재사항에 의하면, Ar이나 Kr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잉곳 및 소결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Cr, Fe, C 등과 같은 불순물 및 금속간 화합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형성 원소 자체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에서 Ar이나 Kr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혼입시켜 금속간
화합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것은 선행발명 1이 통상의 스퍼터링 방법이 아닌 롱
스로우 스퍼터(long throw sputter)나 리플로우 스퍼터(reflow sputter) 등 고온고전압을
요하는 새로운 스퍼터링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량모드인
힐록, 거대 더스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3],
[002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Ni, La 원소의 조성비는 선행발명 1과 중복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한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도 롱 스로우 스퍼
터(long throw sputter)나 리플로우 스퍼터(reflow sputter) 등의 새로운 스퍼터링 방식
을 사용하였을 때, 힐록, 거대 더스트 등의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리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선행발명 1에서 Ar이나 Kr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혼입시키는 특수한
공정을 사용한 것은 고품질의 알루미늄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롱 스포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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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터나 리플로우 스퍼터 등의 새로운 스퍼터링 방식을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Ni, La 등의
원소의 조성비에서 종래의 스퍼터링 방식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Ni, La 조성비는 선행발명 1과 중복되므로, 만일 선행발
명 1이 특수한 공정의 도입 없이 제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특수한 공정 없이는 제조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은 “일반적인 스퍼터링에 있어서, 타겟 중에 편석이나
내부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상 방전 등에 의해 더스트나 스플래시가 발생한다”
(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07] 참조)라고 기재하여 타겟의 결함과 스플래시의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있고, 또한 Al과 금속간 화합물 형성 및 이의 적절한 분산을
통하여 결함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므로(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6], [0019], [0023]
참조), 선행발명 1은 당연히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에 따른 스플래시 등 결함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Ni, La 등의 원소의 첨가를 통하여 Al과의 금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여 재료의 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는데, 선
행발명 1에서 Ar 등 불활성 가스를 포함시켜 금속간 화합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형
성 원소 자체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을 전제로 하므로,
선행발명 1은 당연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도전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는 순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과 대비되는 도전성(박막 저항률)에 대한 실험결과만을 기재하고 있
고 종래기술에 비하여 도전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효과가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이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들에 나타나 있는 박막저항률(비저항)이
선행발명 1의 실시예에 비하여 작은 수치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 원소의 첨가에 의하여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할 경우 스퍼터링 타겟의
강도는 향상되지만 반대로 금속간 화합물이 불순물로 작용하여 도전성을 저하시키
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사용목적이나 환경에 맞추어 금속간 화합
물 형성을 위하여 첨가되는 원소의 조성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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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8허1585 거절결정(특) 2018. 8.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헬스자전거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132693

2016원3675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1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운동용 헬스자전거에 관
한 것으로 평지, 오르막 또는 내리막과 같이 실제 자전거를 주행하는 효과
를 내기 위해 운동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
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도 헬스자전거를 접이식
으로 하여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를 결합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프레임 형태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구동휠(43), 크랭크축(42), 샤프트축,
종동디스크(44), 벨트(46)에 의하여 구동력을 전달하고, 회전부하장치에
의하여 회전 부하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원리를 같이하고 있으며,

심결요지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X자형 프레임에 페달, 크랭크 아암으로 이루어진
구동디스크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1프레임에 해당하는 ’프레임
1’에 고정되고 있음(제1면 좌측하단 그림 참조)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
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휠(43), 크랭크축(42), 샤프트축, 종동디스
크(44), 벨트(46), 회전부하장치를 비교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에 적용
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결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
라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을 결합하는데 있어서도 비교대상발
명 2에 특별한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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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선행발명 2는 접이식 헬스 자전거의 일반적인 방식처럼 벨트
가 2개의 구동 디스크에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벨트가 단일의 구동 디스크와 부하 디스크의 샤프트 축을 연결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접이식임에도 고중량 부하 디스크를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그 부피를 최소화하고 접이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는 벨트가 전륜 구동 휠과 후륜 종동 디스크의 샤프
트 축을 연결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구동 디스크와 부하 디스크를
연결하는 벨트를 부하 디스크의 샤프트 축에 연결할 것인지 혹은 부하 디
스크에 직접 연결할 것인지는 결국 헬스 자전거를 설계할 경우 필요로 하
는 운동 부하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
이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접이식 자전거인 선행발명 2에 결합하는 데에 특
판결요지

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청구기각)

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보다 운동력이 최대 10배
정도 강하여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
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스핀엑스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보고
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해당하는 위 연
구결과보고서의 ‘YA-420’ 헬스 자전거가 선행발명 1, 2에 해당하는 위 연
구결과보고서의 ‘YA-150’ 헬스 자전거에 비하여 운동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비하여 운동효과가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81 -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헬스 자전거에 있어서, 핸들과 안장이 결합 [선행발명 1]
되는 바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핸들(20)과 안장(30)이 결합되는 본체 프레
상기 바디 프레임에 삽입되는 크랭크축의

임(10)(문단번호 [0037], 도 1)

양단과 각각 결합하며, 끝단에 페달이 제공되 - 본체 프레임(10) 중앙부와 크랭크 축(42)으
는 크랭크 아암(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로 축 결합된 페달(40)(문단번호 [0031],
그 중심에 상기 크랭크 축이 삽입 고정되며, 도 1, 4)
상기 크랭크 축과 함께 회전하는 구동 디스크
(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바디 프레임에 결합된 샤프트 축이 중
심에 삽입 고정되며, 원판 형상을 갖는 금속재
질의 부하 디스크(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상기 샤프트 축과 상기 구동 디스크에 체결
되며, 상기 구동 디스크의 구동력을 상기 샤프
트 축에 전달하는 벨트(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및 상기 부하 디스크와의 사이 거리 변경에
따른 자력 세기 조절로 상기 샤프트 축에 걸리
는 하중 크기를 조절하는 하중 조절부를 포함
하며(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

- 페달에 연결된 전륜 구동 휠(43)(문단번호
[0037], 도 1, 4)
- 본체 프레임에 결합된 샤프트 축이 중심에
삽입 고정되며, 원판 형상을 갖는 후륜 종
동 디스크(44)(문단번호 [0037], 도 1, 4)
- 후륜 종동 디스크의 샤프트 축과 전륜 구
동 휠에 체결되며, 상기 전륜 구동 휠의
구동력을 상기 샤프트 축에 전달하는 벨트
(46)(도 1, 4)
- 간격 조절 손잡이(50)를 조작하여 자석(52)
의 거리 조정에 의한 강약의 조정으로 회
전 부하를 조절함(문단번호 [0043], 도 4)

[선행발명 2]
X자형 프레임의 상단에 각각 핸들과 안장
이 장착되고, 페달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크
랭크 아암 및 페달에 의해 타원형 케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휠이 회전함
상기 바디 프레임은 상기 크랭크 축과 상기 [선행발명 2]
샤프트 축이 각각 삽입되며, 상단에 안장을 지

X자형 프레임 중 페달이 연결된 크랭크

지하는 지지 프레임이 연결되는 제1프레임; 및 축이 삽입되며 상단에 의자가 장착된 프레
상기 제1프레임의 영역 중 상기 크랭크축과 상 임(이하 ‘프레임 1’이라 한다)과 상기 프레임
기 지지 프레임의 사이 영역에서 상기 제1프레 과 중간부가 연결 결합되고, 상단에 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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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연결 핀에 의해 결합하며, 상단에 핸들이 결합된 프레임(이하 ‘프레임 2’라 한다)
결합하는 제2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은 상기 [선행발명 2]
연결 핀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펼쳐지거나 접히 <대응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되,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의 펼침 않음>
정도가 소정 각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
하는 스토퍼를 더 포함하며
상기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상 [선행발명 2]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프레
기 연결 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가 상기 연결 핀 임1 하단과 프레임2 하단 사이의 각도가 프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연결 핀 레임1 하단과 프레임2 상단 사이의 각도보
상단에 위치한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보 다 작고,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접혀진 경
다 크고, 상기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접혀진 우, 프레임1 하단과 프레임2 하단 사이의 각
경우, 상기 연결 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 도가 프레임1 하단과 프레임2 상단의 각도
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가 상기 연 보다 작음
결 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연결 핀 상단에 위치한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보다 작으며
상기 샤프트 축은 2~5cm의 직경을 가지며

[선행발명 1]
샤프트 축 직경에 대한 한정이 없음

상기 부하 디스크의 무게는 7~9㎏인 헬스 [선행발명 1]
종동 디스크의 무게에 대한 한정이 없음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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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도출
가능 여부이나, 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헬스자전거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명의 목적은 사
용자의 체력, 체중 및 체격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고, 평지, 오르막, 내리막과 같은
실제적인 주행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프레임을
접이식으로 형성하여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헬스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0003] 내지 [0007]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헬스자전거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명의 목
적은 사용자의 체력, 체격, 체중 등에 따라 최적의 자세로 운동하도록 하고, 직접 자
전거를 주행하는 것과 같이 운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헬스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14] 내지 [0017], [0021] 참조).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접이식 헬스자전거에 관한 것으로 그 발명의 목적은 별
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품명을 ‘접이식’이라 기재(제1면 참조) 하고 있고 제1
면의 그림에서도 X자 형태의 프레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은
좁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헬스자전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본문 및 도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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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헬스자전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발명의 목적에서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평
지, 오르막 또는 내리막을 실제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운동의 강약
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프레임을 접이식으로 하여 좁은 공간
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그 발명의 목적
에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헬스자전거에 있어서, ①핸들과 안장
이 결합되는 바디 프레임; ②상기 바디 프레임에 삽입되는 크랭크축의 양 단과 각각
결합하며, 끝단에 페달이 제공되는 크랭크 아암; ③그 중심에 상기 크랭크축이 삽입
고정되며, 상기 크랭크축과 함께 회전하는 구동디스크; ④상기 바디 프레임에 결합
된 샤프트축이 중심에 삽입 고정되며, 원판 형상을 갖는 금속재질의 부하디스크; ⑤
상기 샤프트축과 상기 구동디스크에 체결되며, 상기 구동디스크의 구동력을 상기
샤프트축에 전달하는 벨트; ⑥및 상기 부하디스크와의 사이 거리 변경에 따른 자력
세기 조절로 상기 샤프트축에 걸리는 하중 크기를 조절하는 하중 조절부를 포함하며”이다.
살피건대, 먼저 구성 1-①의 ‘바디 프레임(110)’은 핸들(130)과 안장(140)이 결
합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 프레임(10)’과 비교대상발명 2의 ‘X자
형 프레임’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 프레임(10)도 본체 프레
임(10)에 안장(30)과 핸들(20)이 결합되고, 비교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도 안장과
핸들이 결합된다는 점(제1면 하단 그림 참조)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음, 구성 1-②의 ‘크랭크 아암(152, 153)’은 바디 프레임(110)에 삽입되는
크랭크축(151)의 양단과 각각 결합하고 끝단이 페달(155)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이
는 비교대상발명 1의 ‘크랭크축(42, 아래 그림 참조)’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
대상발명 1의 크랭크축(42)도 본체 프레임(10)에 삽입되는 축(도면부호 없음, 도면
4 참조)의 양단과 결합되고 그 끝단에 페달이 결합된다는 점(청구항 1, 도면 1, 4 참
조)에서 양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또한 구성 1-③의 ‘구동디스크(161)’는 그 중심에 크랭크축(151)이 삽입 고
정되어 크랭크축(151)함께 크랭크 아암(152, 153)과 결합된 페달(155)을 구동하여 회
전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휠(43, 아래 그림 참조)’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휠(43)도 앞서 ‘구성 1-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그 중심에 축(아래 그림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크랭크축에 해당)이 삽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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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크랭크축(42, 이 사건 출원발명의 크랭크 아암에 해당)과 결합된 페달(40)에
의하여 구동되어 회전된다는 점(청구항 1, 도면 1, 4 참조)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
가 동일하다.
다음, 구성 1-④의 ‘부하디스크(162)’는 금속재질의 원판 형상으로 형성되
어 바디 프레임(110)에 결합된 샤프트축(167)이 그 중심에 삽입 고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종동디스크(44, 아래 그림 참조)’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의 종동디스크(44)도 원판 형상으로 형성되고 본체 프레임(10, 이 사
건 출원발명의 바디 프레임에 해당)에 결합된 샤프트축(아래 그림 참조)이 종동디스
크의 중심에 삽입 고정되고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
나, 통상 부하디스크를 금속재질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도면 1, 4 참조)한바, 양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
며,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또한 구성 1-⑤의 ‘벨트(168)’는 샤프트축(167)과 구동디스크(161)에 체결되
며, 구동디스크(161)의 구동력을 샤프트축(167)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
발명 1의 ‘벨트(46)’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의 벨트(46)도 샤프트
축(아래 그림 참조)과 구동휠(43,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동디스크에 해당)에 체결되
고 구동 횔(43)의 구동력을 샤프트축(아래 도면 참조)에 전달한다는 점(청구항 1, 도
면 1, 4 참조)에서 양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그리고 구성 1-⑥의 ‘하중 조절부(171)’는 부하디스크(162)와의 간격에 따라
자력 세기를 조절하여 샤프트축(167)에 부담되는 하중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부하장치’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부하장치도 종동디스크(44, 이 사건 출원발명의 부하디스크에 해당)와의 간격
에 따라 자석 세기를 조절하여 회전부하를 조절한다는 점(청구항 1, 식별번호
[0033], [0043] 참조)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비교대상발명 1,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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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①상기 바디 프레임은 상기 크랭크축과 상기 샤프트축이 각각
삽입되며, 상단에 안장을 지지하는 지지 프레임이 연결되는 제1프레임; 및 ②상기
제1프레임의 영역 중 상기 크랭크축과 상기 지지 프레임의 사이 영역에서 상기 제1
프레임과 연결핀에 의해 결합하며, 상단에 핸들이 결합하는 제2프레임을 포함하며”
이다.
살피건대, 먼저 구성 2-①의 ‘제1프레임(111)’은 크랭크축(151)과 샤프트축
(167)이 삽입되며 상단에 안장(140)을 지지하는 것이고, 구성 2-②의 ‘제2프레임
(114)’은 상단에 핸들(130)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구성 2-①의 ‘제1프레임(111)’과 구
성 2-②의 ‘제2프레임(114)’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제1면 왼쪽하단
그림 참조) 중 ‘앉아 있는 사용자를 지지하는 프레임(이하 ‘프레임 1’이라 한다)’과
‘상단에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는 프레임(이하 ‘프레임 2’라 한다)’에 대응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프레임 1은 상단에 안장을 지지
하고 있고, 프레임 2는 상단에 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의 헬스자전
거도 X자형 형상으로 접어지며, 통상 X자형 프레임이 접어질 경우 두 개의 프레임
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핀(117)과 같이 고정수단을 두어
고정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구성 2-①은 구동디스크(161)와 함께 회전하는 ‘크랭크축(151)’과 부
하디스크(162)와 연동하는 ‘샤프트축(167)’이 제1프레임(111)에 삽입 고정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동디스크에 해당하는 디
스크부가 고정수단(이 사건 출원발명의 크랭크축에 해당)에 의해 프레임 1에 삽입
고정되는 것은 나타나(제1면 좌측하단 그림 참조)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샤프트축(167)에 해당하는 구성이 프레임 1에 삽입 고정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구성 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비교대상발명 1에서
구동휠(43, 구동디스크에 해당)과 종동디스크(44, 부하디스크에 해당)가 축(크랭크축
에 해당)과 샤프트축(샤프트축에 해당)에 의해 본체 프레임(10)에 고정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②비교대상발명 2에는 X자형 프레임이 나타나 있으며, ③샤프트축이
고정되는 위치는 프레임의 형상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할 사항에 불과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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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휠(43)과 종동디스크(44)를 축과 샤프트
축에 의해 본체 프레임(10)에 고정하는 것을 비교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에 적용
하여 고정하면 될 것이므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그 구성에 곤란성
이 없으며, 현저한 작용효과도 없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은 상기 연결핀을 중심으로 회
동하여 펼쳐지거나 접히되,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의 펼침 정도가 소정
각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퍼를 더 포함하며”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3의 ‘스토퍼(121)’는 제1프레임
(111)과 제2프레임(114)을 펼칠 경우 소정 각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
데, 비교대상발명1, 2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구성 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 X자
형 프레임이 나타나 있고, 통상 X자 형상의 프레임 상부에 하중이 부과될 경우, 프
레임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특정 각도 이상으로 펼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스토퍼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채택할 것임
이 자명하므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그 구성에 곤란성이 없으며, 그 작용
효과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라) 구성 4의 대비
구성 4는 “상기 헬스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상기 연결핀 하단에 위
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가 상기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연결핀 상단에 위치한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보다 크
고, 상기 헬스자전거가 최대로 접혀진 경우, 상기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
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가 상기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
과 상기 연결핀 상단에 위치한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보다 작으며”이다.
살피건대, 구성 4의 ‘헬스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연결핀 하단에 위
치한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이하 “제1각도”라 한다. 아래 그림
참조)가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연결핀 상단에 위치한 상기 제2프
레임 사이의 각도(이하 “제2각도”라 한다. 아래 그림 참조)보다 크고, 이와 반대로
헬스자전거가 최대로 접혀진 경우, 제1각도가 제2각도보다 작게 하는 것’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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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1프레임과 제2
프레임이 비교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에 대응되고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헬스
자전거를 최대로 펼친 경우에 제1각도를 제2각도 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하부의 지지
대간 거리를 넓게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통상의 기술자가 채
택하는 일반적인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로
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 도면 1>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①서서 강하게 운동하기
위한 헬스자전거로서 ②펼친 상태에서 하단의 양 받침대간 거리가 비교대상발명 2
보다 약 2배 가량 길고 프레임간의 각도가 좌우측보다 커서 무게중심이 현저히 낮
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용자의 오른
쪽 다리(제1면 왼쪽하단 그림으로 보아 왼쪽 다리)의 무릎이 상당부분 펴진 상태로
되어 있고, 의자가 무릎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점으로 보아 비교대상발명 2도 서서
운동하기 위한 헬스자전거로 보인다. 또한 양 받침대간 거리는 두 개의 프레임간 교
차점을 상대적으로 지면쪽에 가까이 둘 경우 받침대간 거리가 가깝게 되고 이로 인
하여 무게 중심이 높게 되어 안정성이 떨어지고, 교차점을 상대적으로 안장쪽인 상
면에 가까이 할 경우 받침대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무게 중심이 낮아지어 안정성
이 높아지게 됨은 당연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헬스자전거가 펼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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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간 거리를 크게 하기 위해 제1각도를 제2각도 보다 크게 하여 무게 중심을
낮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할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마) 구성 5 및 구성 6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5는 “상기 샤프트축은 2~5cm의 직경을 가
지며”이고, 구성 6은 “상기 부하디스크의 무게는 7~9㎏”이다.
살피건대, 먼저 구성 5는 샤프트축(167)의 직경을 ‘2~5cm’로 하는 것인데,
앞서 ‘구성 1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동휠(43)과 샤프
트축을 벨트에 의해 연결하여 구동휠(43)의 구동력을 샤프트축에 전달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샤프트축의 직경에 관하여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도면 4에는 샤프트축의 직경이 구동휠(43)의 직경에 비하여 상당히 작게 도
시되어 있고, 또한 통상 이와 같은 구성에서 운동 강도(구동력)는 구동휠의 직경 대
비 샤프트축의 직경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 상
식으로 구동휠의 직경 대비 샤프트축의 직경 비율이 클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약해
지고, 작을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클 것임이 자명하므로 샤프트축(167)의 직경을
2~5cm로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운동 강도를 고려하여 구동휠의 상대적인 직경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구성 6은 부하디스크(162)의 무게를 ‘7~9㎏’로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
발명 1에는 벨트(46)에 연결된 샤프트축에 의해 종동디스크(44)가 구동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운동 강도(구동력)을 조절하기 위해 앞서 ‘구성 5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동휠의 직경 대비 샤프트축의 직경을 조절하면서 아
울러 부하디스크의 무게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 자명하므로 부하디스크(162)의 무
게를 7~9㎏로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운동 강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
도에 불과하므로 구성 6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5와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
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합의 곤란성 판단 및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운동
용 헬스자전거에 관한 것으로 평지, 오르막 또는 내리막과 같이 실제 자전거를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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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운동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
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도 헬스자전거를 접이식으로 하여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
므로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프레임 형태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구동휠
(43), 크랭크축(42), 샤프트축, 종동디스크(44), 벨트(46)에 의하여 구동력을 전달하고,
회전부하장치에 의하여 회전 부하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원리를 같이하고 있
으며,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X자형 프레임에 페달, 크랭크 아암으로 이루어진 구동
디스크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1프레임에 해당하는 ‘프레임 1’에 고정되고
있음(제1면 좌측하단 그림 참조)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휠(43), 크랭크축(42), 샤프트축, 종동디스크(44), 벨트(46), 회전부하장치를 비교
대상발명 2의 X자형 프레임에 적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결합에 이를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없는 것
이다{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을 결합하는데 있어서도 비교대
상발명 2에 특별한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
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생략)
나) 구성요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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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소 1 부분
(가) 선행발명 1과의 비교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헬스
자전거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핸들과 안장이 결합되는 바디 프레임(본체 프레임)
인 점에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바디
프레임(본체 프레임)에 삽입되는 크랭크 축(본체 프레임에 삽입되는 축)의 양단과
각각 결합하고 끝단이 페달이 결합되는 크랭크 아암(크랭크 축)인 점에서 동일하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그
중심에 크랭크 축(본체 프레임에 삽입되는 축)이 삽입 고정되어 크랭크 축(본체 프
레임에 삽입되는 축)과 함께 회전하는 구동 디스크(구동 휠)인 점에서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원판
형상으로 형성되어 바디 프레임(본체 프레임)에 결합된 샤프트 축이 그 중심에 삽입
고정되는 부하 디스크(종동 디스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1-4의 부하 디스크는 금속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종동 디스크는 재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회전 부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동 휠(43)에 연동되는 종동 디스크(44)
외주면 일측을 커버하는 반원형의 가드 프레임(51)에 다수개의 자석(52)을 장착하여
간격 조절 손잡이(50)로 종동 디스크(44)와 가드 프레임(51)의 간격을 조정하게끔 형
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을 제2호증, 문단번호 [0033] 참조), 이에 의하면 선행발
명 1의 종동 디스크 역시 금속재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이 부분 구성 역
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동
디스크(구동 휠)의 구동력을 부하 디스크(종동 디스크)의 축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
로 부하 디스크(종동 디스크)의 축에 결합되는 벨트인 점에서 동일하다.
⑥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부하
디스크(종동 디스크)와의 간격에 따라 자력 세기를 조절하여 샤프트 축에 부담되는
하중의 크기를 조절하는 하중 조절부(회전부하장치)인 점에서 동일하다.
(나) 선행발명 2와의 비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2를 비교하면, 선행발
명 2의 각 상단에 핸들과 안장이 장착된 X자형 프레임은 구성요소 1-1의 바디 프레
임에 대응되고, 선행발명 2에는 구성요소 1-2에 대응되는 페달과 연결된 크랭크 아
암이 개시되어 있으며, 페달을 구름에 따라 크랭크 아암에 연결되어 구동되는 구동
디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에는 크랭크 아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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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구동되는 부분이 타원형 케이스로 덮여 있어 선행발명 2에 구성요소 1-4,
1-5, 1-6의 부하 디스크, 밸트 및 하중 조절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2) 구성요소 2 부분
(가)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에는 X자형 프레임 중 페달이 연결된 크랭크 축이
삽입되고 상단에 의자가 장착된 프레임 1과 중간부에서 프레임 1과 연결 결합되며
상단에 핸들이 결합된 프레임 2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요소 2의 제1프레임 및 제2프레임으로 구성된 바디 프레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다만 구성요소 2의 제1프레임에는 크랭크 축 및 샤프트 축이 삽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에는 크랭크 축에 의해 회전되는 부분이 타원형 케이스로
덮여 있어 크랭크 축, 샤프트 축과 프레임 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2의 페달과 연결된 타원형 케이스 내에 크랭크 축 및 샤프
트 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스스로 선행발명 2
의 실제 제품을 분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2018. 2. 22.자 준비서면 7면 하단)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페달에 의한 구동력을 종동 디스크
로 전달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선행발명 2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이 없다고 보이고, 이 경우 종동 디스크를 고정하는 샤프트 축을 제1프레임에 결합
시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3) 구성요소 3 부분
(가) 구성요소 3에서는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이 연결 핀에 의해 결합되는 것으
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에는 X자형 프레임이 어떻게 결합되
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2의 제품명이 ‘접이식 헬스 자전거’이므로 X자형 프레임을
이루는 프레임 1 및 프레임 2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
고, 이와 같이 두 개의 프레임을 회전 가능하게 연결하는 연결수단으로 연결 핀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나) 또한 비록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만으로는 구성요소 3의 스토퍼의 구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X자 형상의 프레임을 편 상태에서 그
상부에 하중이 부과될 경우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특정 각도 이상으로 펼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퍼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제품 사진으로부터 스토퍼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고 보인다(더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사용자가 선행발명 2의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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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조립하는 영상인 을 제4, 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 X
자형 프레임을 지지‧고정하기 위한 스토퍼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구성요소 4 부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①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제1프레임과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
(이하 ‘제1각도’라 한다)가 연결핀 하단에 위치한 제1프레임과 연결핀 상단에 위치
한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이하 ‘제2각도’라 한다)보다 크고, ② 헬스 자전거가 최대
로 접혀진 경우, 제1각도가 제2각도보다 작게 되는 구성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2도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접혀진 경우, 제1각도가 제2각도보다 작게 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아래 도면과 같이 구성요소 4는
제1각도가 제2각도보다 큰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1각도가 제2각도
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2

(나)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차이는 결국 접
이식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지는 폭을 넓게 혹은 좁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
에 불과한데, 접이식 헬스 자전거를 설계함에 있어서 최대로 펼쳐지는 폭의 넓이는
헬스 자전거의 전체적인 무게, 상·하부의 무게 분포, 설치공간의 크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대로 펼쳐진 폭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선행발명 2의 구성으로부터 최대로 펼쳐졌을 경우 제1각도가 제2각도보다 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프레임 사이의 각도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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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앞서 본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
하고, 그와 같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에 비해 헬스 자
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폭이 넓고 이에 따라 무게중심이 현저히 낮으므로 서서 강하
게 운동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기술적 과
제로 ‘실내 운동을 통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실제 자전거 주행환경과 유
사한 운동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헬스 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문단번호 [0005], [0006], [0007] 참조),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서서 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로 “실내
에서 적정한 운동 강도로 사이클링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오르막 주행, 평지 주행
등 실제 자전거 주행 효과가 구현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을 제1호증, 문단
번호 [0013], [0014] 참조), 실제 자전거 주행 시 서서 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전거 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안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서 운동하는 것이 용
이한지 여부는 프레임이 펼쳐진 각도보다는 페달과 안장 사이의 거리, 프레임 및 하
부 지지대의 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헬스 자전거 이용자가 서서 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펼침 폭이
넓어 선행발명 2에 비해 서서 운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더라도, 펼침 폭을 변경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5) 구성요소 5, 6 부분
(가) 구성요소 5에서는 샤프트 축의 직경을 ‘2~5cm’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샤프트 축(167)의 직경과 부하 디스크(162)의 유기적 결합은
구동 디스크(161)에 큰 부하가 걸리게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문단번호 [0038]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하 디스크에 보다 큰 부하를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동 디스크에 부하가 걸리게 하는 것은 구동 디스크와 부하 디스크
와의 관계에서 샤프트 축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샤프트 축의 이질적인 효과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치한정이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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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
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
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구성요소 5의 수치한정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샤프트 축을 설계
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
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성요소 6에서는 부하 디스크의 무게를 ‘7~9kg’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부하 디스크(162)의 무게가 9kg을 초과할 경우, 구동 디
스크(161)에 큰 하중 작용으로 일반 사용자가 페달(155, 156)을 밟기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부하 디스크(162)의 무게가 7kg 미만일 경우, 구동 디스크(161)에 작은
하중 작용으로 사용자의 운동효과가 저감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문단번호
[005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하 디스크의 무게를 상기 수치범위로 한정한 것은
최적의 운동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하 디스크의 기본적
인 기능이라 할 것이고 부하 디스크의 이질적인 효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하 디스크의 무게에 대한 수치한정이 진보성이 인정되
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수치에 대한 임계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시에 ‘부하 디스크(162)는 7~9kg의 무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문단번호 [0052] 참조), 상기 범위를 벗어나는 부하 디스크의 무게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통상적으로 헬스 자전거 사용자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헬스 자전거를 구동하는 힘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에 따른 구분 없이 부하 디스크의 일정한 무게를 최적의
수치로 한정한 점, ③ 헬스 자전거의 운동 강도는 부하 디스크의 무게 이외에도 페
달과 크랭크 아암의 크기, 샤프트 축과 구동 디스크 간의 기어 비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하 디스크의 무게를 7~9kg으
로 한정함에 따른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종동 디스크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다.
다)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용이성 여부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선행
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각 개시된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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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
서 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헬스 자전거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평
지, 오르막 또는 내리막과 같이 실제 자전거를 주행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운동 강
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한 점, ②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 역시 헬스 자전거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헬스
자전거를 접이식으로 하여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 모두 헬스 자전거의
기본 프레임을 구비하고 있고, 기본 프레임 상부 전·후에 각각 핸들과 안장을 구비
하고 있으며, 프레임 하단에 페달 및 페달의 운동을 전달하기 위한 크랭크 아암을
구비한 점 등에서도 동일한 점, ④ 선행발명 1에는 프레임 형태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구동 휠, 크랭크 축, 샤프트 축, 종동 디스크, 벨트에 의하여 구동력을 전달하고,
회전부하장치에 의하여 회전 부하를 조절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는 헬스
자전거의 기본 구성들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2에도 X자형 프레임에 페달, 크랭크 아
암으로 이루어진 구동 디스크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1프레임에 해당하는
프레임 1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참작하여 선행발
명 2에 선행발명 1의 구동력을 전달하고, 회전 부하를 조절하는 구성을 부가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 ⑤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구동력을 전달하고, 회전
부하를 조절하는 구성을 부가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
고, 결국 페달과 연결된 타원형 케이스 내부에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
기 구성들을 선행발명 2의 타원형 케이스 내부에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구조적 변
경이 수반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
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
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선행발명 2는 접이식 헬스 자전거의 일반적인 방식처럼 벨트가 2개
의 구동 디스크에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벨트
가 단일의 구동 디스크와 부하 디스크의 샤프트 축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
어 접이식임에도 고중량 부하 디스크를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그 부피를 최소화하
고 접이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는 벨트가 전륜 구동 휠과 후륜 종동 디스크의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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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연결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구동 디스크와 부하 디스크를 연결하는 벨트
를 부하 디스크의 샤프트 축에 연결할 것인지 혹은 부하 디스크에 직접 연결할 것인
지는 결국 헬스 자전거를 설계할 경우 필요로 하는 운동 부하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
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접이식 자전거인 선행발명 2에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보다 운동력이 최대 10배 정도 강
하여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스핀엑스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해당하는 위 연구결과보고서의
‘YA-420’ 헬스 자전거가 선행발명 1, 2에 해당하는 위 연구결과보고서의 ‘YA-150’
헬스 자전거에 비하여 운동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위 연구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두 헬스 자전거 제품이 각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 2에 해당하는
헬스 자전거 제품이라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위 연구결과보고서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목에 “본 연구는 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주) Y&H에서 개발한 고정식
자전거 YA-150(벨트길이 47cm, 휠 18.8cm)과 YA-420(벨트길이 61cm, 휠 28cm) 운동
시 HR(heart rate : HR), 에너지 소비량과 젓산 농도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 위 연구결과보고서 2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연구결
과보고서는 동일한 회사가 개발한 상이한 모델의 헬스 자전거 제품에 대한 운동효
과를 비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연구결과보고서에는 앉은
자세에서 ‘강도 5’의 세기로 운동하였을 경우 YA-150 헬스 자전거 제품이, 앉은 자
세에서 ‘강도 15’의 세기로 운동하였을 경우 YA-420 헬스 자전거 제품이 각각 에너
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모델의 헬스 자전거 제품이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위 연구결과보고서에는 YA-420 헬스 자
전거 제품의 경우 앉은 자세로 운동할 경우보다 스피닝 자세로 운동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도 되어 있는바, 이는 운동 자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비하여 운동효과가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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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
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
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
로,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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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허2380 거절결정(특) 2018. 10. 16.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리튬 이온전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 판재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08-0070330

2015원6780

<진보성>
 이 사건 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3-7260 (2003. 1. 10.)
 을 제2호증 : Worldwide Guide to Equivalent Nonferrous Metals and
Alloys (2001)
 을 제3호증 : Bulletin of Alloy Phase Diagrams Vol.5 No.1 (1984)
 을 제4호증 : Wear Vol.171 115-127 (1994)

입증방법

 을 제5호증 :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Vol.287 284-294 (1999)
 을 제6호증 : Aluminum-Silicon Casting Alloys (2004)
 을 제7호증 : 금속의 강화 기구(재료과학과 공학)
 을 제8호증 : Light Alloys (1995)
 을 제9호증 : Handbook of Alumininum (2003)
 을 제10호증 : Aluminum and Aluminum Alloys (1993)
 을 제11호증 : 금속경화처리(두산백과)
양 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은 알루미늄 합금
성분이 동일하고 Cu. Mg 성분의 함량 범위가 서로 겹치거나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양 발명은 Si 함량에 있어서 서
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 2의 석출물 미세조직에
대응되는 구성에 대한 개시가 비교대상발명에 없으며, 구성 2의 인장 강

심결요지

도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이 개시되지 않은 점에서 상이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적절한 저강도 특성에 따른 국부적
인 가공성 및 성형성을 갖춘 전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판재를 제
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선행발명의 주요 목적은 고강도
의 알루미늄 합금판재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
의 ① Si 함량의 범위, ②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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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 및 ③ 인장강도가 130㎫ 이하인 사항은 비
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청구인은 주장
한다.
살피건대,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Si 함량은
별도의 임계적 의의가 없고, 발명의 설명에 Si에 대한 함량과 비교대상
발명의 범위는 서로 겹치며, 양 발명 모두 Si가 동일하게 용접성과 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양 발명 간 제조방법에 별도의 차이가 없고, 양
발명의 합금 조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합금 기술분야에서 동일한 합금
성분에 별도의 차이가 없는 제조방법을 적용하면 동일한 미세조직 상태가
도출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인바, 그에 따른 효과 역시도 양 발명 모두 성
형성과 함께 우수한 레이저 용접성을 겸비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
된다.
차이점 3과 관련하여 양 발명 모두 2차 전지 케이스용으로 적용되며
성형성과 함께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효과는 동일하고, 양 발명의
Cu와 Mg는 그 함량 증가에 따라 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기술적 필요
에 따라 비교대상발명에서의 함량 범위 내 조절로 강도 수준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의 인장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필요에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개
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
터 차이점들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양 발명은 Si의 함량범위에 있어 문언상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선행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Si의 함량범위
(1.0~10%)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피고는 Si를 포함한 상
용 알루미늄 합금판의 주요 성분 및 조성범위가 공지되어 있어 주지관용
판결요지

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에게 거절이유로 통지되고

(청구인용)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기록상 분명하고, 나아가 위
관련기술이 명확히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Si의 함량 범위가 상이하므로,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바탕으로 하는 발명이라 할 수 없고,
양 발명의 제조공정은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압연가공도의 범위 및 압연
판재의 두께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도출된 합금판의 미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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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대응되는 기술적 구
성이 없는 선행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균열 발생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3) 양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의 목적으로 인해 합금판의 인장강도의 범
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구성을 도출하였고, 이로 인해 선행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장강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 이 사건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Si: 1.0％(질량%, 이하 동일) 이상 10％ 이하, 중량%로 Si 0.8% 이하, Cu 0.1~0.8 중
Cu: 0.2％ 이하, Mg: 0.2％ 이하를 함유하며, 량％, Mg: 0.10~1.0 중량％를 함유하고, 잔
잔부 Al 및 불가피적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조 량부가 불가피한 불순물과 Al로 이루어지고,
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Mn 0.3~1.5%, Fe 1.0~1.8%를 함유하는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2차 전지 케이스용 알루미늄 합금판의 인장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 강도가 20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알루미늄 합금판 (문단번호 [0027] 참조)
않고, 인장 강도가 130㎫ 미만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리튬 이온 전
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판재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적절한 저강도 특성에 따른 국부적인 가공성 및 성형성을 갖춘
전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판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선
행발명과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발명의 ① Si 함량의 범위, ②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
하지 않는 사항 및 ③ 인장강도가 130㎫ 이하인 사항은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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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합금 성분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조성범위는 선행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 및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제조된
합금판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합금성분에 동일한 제조공정을 적용하면 동일한 미세조
직과 기계적 특성이 도출됨은 자명한 사항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세조직 및
인장 강도는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알루미늄 합금 판재의 성분 조성범위와 조직
및 인장 강도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알루미늄 합금의 성분 중 Si 함량에 별도의 임계적 의의가 없어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양 발명 간 제조방법에도 별도의 차이가 없어, 동일한 미세조직 및
인장 특성이 얻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Si 함량 범위가 문언상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제조 공정
역시 세부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도출된 합금판의 미세조직 및 그에 따른
효과가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특히 인장강도에 있어서 상이한 목적 및 구성을
가지고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리늄 이온 전지 케이스 덮개용으로 적용되며 순알루미늄
계 합금과 같은 가공성과 적절한 저강도를 구비하며, 우수한 레이저 용접 성능을 가
지고, 저출력이어도 양호한 용융 상태를 얻을 수 있는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알루
미늄 합금판재를 제공하는 것(요약, [0001], [0011] 참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
명은 2차 전지 케이스 등에 적용되며 프레스 성형성 및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알
루미늄 합금판을 제공하는 것(요약, [0001], [0043], [0044], [0048] 참조)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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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2차 전지 케이스 부재 등에 적용되는 알루
미늄 합금판 제조의 기술분야가 서로 동일하고 성형성과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판의 제조라는 점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Si: 1.0％(질량%, 이하 동일) 이상 10％ 이하, Cu:
0.2％ 이하, Mg: 0.2％ 이하를 함유하며, 잔부 Al 및 불가피적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조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
상이 존재하지 않고, 인장 강도가 130㎫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용접성
이 우수한 리튬 이온 전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판재’는 비교대상발명의 ‘중
량%로 Si: 0.8% 이하, Cu: 0.1~0.8 중량％, Mg: 0.10~1.0 중량％를 함유하며 잔량부가
불가피한 불순물과 Al로 이루어지는 2차 전지 케이스용 알루미늄 합금판(요약,
[0001], [0025], 청구항 1 및 2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은 모두 우수한 성형성과 레이저 용접성이 요구되는 2차 전
지 케이스용으로 적용되는 알루미늄 합금판재로서 합금 성분이 동일하고 각 성분의
함량 범위가 서로 겹치거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①
Si 함량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1.0% 이상 10% 이하인 반면 비교대상
발명은 0.8% 이하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미세조직으로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
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이에 대응되
는 석출물 미세조직에 대한 개시가 없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③ 알루미늄
합금판의 인장 강도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130MPa 미만으로 한
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이 인장 강도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각각에 대해 살피건대, 차이점 1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설명에 Si에 대한 함량으로 ‘0.6% 이상 10% 이하(요약, [0018] 참조)’로 개
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Si: 1.0% 이상 10% 이하’에서 하한인 1.0%
에 별도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0.6% 이상은 비교대상발명의
0.8% 이하의 범위와 서로 겹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의 Si 성분의 함
량이 용접성과 성형성에 관계된다고 개시되어 있는데([0018] 참조), 비교대상발명에
서도 Si가 동일하게 용접성과 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
([0025] 참조); 차이점 2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석출을 위해 균질화
처리를 550℃∼620℃의 온도 범위에서 2시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행하고, 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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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의 압연 가공도를 90％ 이상, 또한 냉간 압연의 압연 가공도를 50％ 이상으로
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는데([0026] 참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595℃에서 6시간
이상 유지하는 균질화 처리를 행한 후 7㎜까지 열간 압연한 후 압하율 15~85%로
냉간 압연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는 것([0036], [0038] 참조)과 같이 양 발명 간 제
조방법에 별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 ‘차이점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발명의 합금 조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합금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합금 성분에 별도의 차이가 없는 제조방법을 적용하면
동일한 미세조직 상태가 도출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인 점, ④ 한편 효과에 있어서도
양 발명 모두 성형성과 함께 우수한 레이저 용접성을 겸비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차이점 3과 관련하여 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실시예로 인장 강도가
210MPa 이상으로 높은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인장
강도 범위에서 차이는 있으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2차 전지 케이스용으로 적용
되며 성형성과 함께 레이저 용접성이 우수한 효과는 양 발명 모두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합금 성분인 Cu
와 Mg는 그 함량 증가에 따라 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비교대상발명
[0024] 참조), 비교대상발명에서의 Cu와 Mg 함량 범위가 각각 0.1~0.8 중량%,
0.10~1.0 중량%로 기술적 필요에 따라 함량 범위 내 조절로 강도 수준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필요에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
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결정은 적법하며,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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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2)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구성요소 1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전지 케이스용
알루미늄 합금판재가 규소(Si), 구리(Cu),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및 기타 불순
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2) 하지만 Cu, Mg의 함량 범위는 양 발명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고, Si의 함량 범위는 양 발명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알루미늄 합금판의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
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알루미늄 합금
판재의 인장강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13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2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 발명은 인장강
도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르다(이하 ‘차이점 3’).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Cu, Mg 성분 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질량% 범위가 일부 중복되고, 알루미늄 합금판재 분야에
서 함유되는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
술자가 필요에 따라 그 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수치한정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수치범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소(Si)의 함량범위를 쉽
게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Si의 함량범위를 1.0% 이상 10% 이하로 수치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은 0.8%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양 발명은 그 함량 범
위에 있어 문언상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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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이 Si의 함량 범위를 조절함으로
써 합금판의 용접성 및 성형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Si는 매트릭스 중에 일부 고체 용융하고, 고체 용융 한도를 넘는 부분은 Si 단상 혹은 Fe, Mn
등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여 석출된다. 이들 Si 단상이나 금속간 화합물이 매트릭스 중에
다수 분산되면, 상기한 바와 같이, YAG 레이저광의 흡수율이 높아져, 용접시 용입 깊이가 깊어
지며, 레이저 용접성이 향상한다. Si의 바람직한 함유량은 0.6％∼ 10％(질량％, 이하 동일) 범
위이고, Si 함유량이 0.6％ 미만에서는 용입 깊이가 충분하지 않으며, 접합 강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10％를 넘게 함유하면, 주조시에 Si 단상이 100 ㎛ 이상의 정출물(晶
出物)로서 정출되는 경우가 있어, 제품판의 상태에서도 15 ㎛ 이상의 석출물로서 존재하게 되
고, 방폭 기능을 부여하는 성형 가공부에 이들 조대(粗大)한 석출물이 존재하면 균열 발생의 기
점이 된다. 성형성을 고려한 Si의 더 바람직한 함유 범위는 1.0％∼ 4 .0％이다(이 사건 특허명
세서 문단번호 [0018] 참조).

이에 반해, 선행발명은 아래와 같이 Si를 불가피한 불순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분 함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합금판의 성형성이나 용접성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 합금판 중에 불가피적 불순물로서 존재하는 Si에 대해서는, 본 발명에서는 그 함유량
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지만, 0.8 중량%까지 함유해도 된다. 0.8중량% 이하의 Si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알루미늄 합금판은, 강도, 프레스 성형성 및 용접성에 대한 상술한 특성이 저하되는
일은 없다(선행발명의 문단번호 [0025] 참조).

오히려 선행발명의 위 기재는 Si의 함량 범위가 0.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판의 강도, 성형성 및 용접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는 결
국 선행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Si의 함량범위(1.0~10%)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Si의 함유
량은 0.6％∼ 1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Si 함량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
건 특허명세서에는 ‘성형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Si 함량 하한값은 1.0% 라고 명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특허명세서 문단번호 [0018]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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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i를 선행발명과는 다른 범위로 함유함으로써 방폭 기능을 부여하는 성형 가공부
에서의 균열 발생을 방지하는 특유한 효과를 발현하는 발명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2 내지 6호증 및 제8호증에 Si를 포함한 상용 알루
미늄 합금판의 주요 성분 및 조성범위가 공지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성분 및 조성범위는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지내용이 주지관용기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
보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
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그
선행발명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고, 비록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거
절이유에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은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진보성을 부정하
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대법
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용 알루미늄 합금판의
주요 성분 및 조성범위 관련기술이 특허출원인인 원고에게 거절이유로 통지되고 의
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기록상 분명하고, 나아가 위 관련기술이 명
확히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Si의 함유량의 범위 및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라도 어떠한 기술적 시사점이 없는 선행발명
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Si의 함유량의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2)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
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
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어떠한 기술적 시사점이 없는 선행
발명으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합금 기술분야에서 동일한 성분에 동일한 제조공정을 적용하면 동일한 미
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이 도출됨은 자명한 사항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 및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제조된 합금판에 관한 것이라
는 점을 근거로, 위 차이점 2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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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Si의 함량
범위가 상이하므로,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바탕으로 하는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발명의 제조공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양 발명의 제조공정은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압연가공도의 범위 및 압연판재의 두
께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양 발명의 제조공정을 통해 도출된 합금판의 미
세조직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

선행발명

본 발명의 전지 케이스 덮개용 알루미늄 합금

먼저, 제조된 알루미늄 합금판이 표1에 나타내

판재는, 조괴(造塊)된 주괴를 통상법에 따라 균

는 성분 조성이 되도록 배합된 알루미늄 합금

질화 처리, 열간 압연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의 주괴를 용해하고, 반연속 주조에 의해 주조

중간 열처리를 행한 후, 최종 판두께까지 냉간

하고, 얻어진 주조품을 면삭(面削)하여 표면의

압연을 행하고, 소정의 열처리를 실시하여 사용

불균일층을 제거하였다. 그 후, 595℃의 온도

한다.

로 6시간 유지하는 균질화 처리를 행하고, 400℃

2㎛∼5㎛의 석출상을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균질화처리를 550℃∼
620℃의 온도 범위에서 2h 이상 유지하는 조
건으로 행하고, 열간 압연의 압연 가공도를 90％
이상, 또한 냉간 압연의 압연 가공도를 50％ 이

까지 냉각하고, 신속하게 열간 압연을 실시하
여, 두께 7 mm의 판재로 하였다. 계속해서, 냉
간 압연에 의해, 두께 0.6 mm까지 압연하고,
중간 소둔 공정의 승온 속도를 100℃/초, 소둔
온도를 500℃, 유지 시간을 25초, 냉각 속도를
150℃/초로 하여 중간 소둔을 행하였다. 그 후,

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26]

두께 0.4 mm까지 최종 냉간 압연하였다. 최종

참조)

냉간 압연 시의 압하율은 33%였다(문단번호

표 1에 나타내는 조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합금

[0038] 참조).

을 반연속 주조에 의해 조괴하였다. 얻어진 주

또한, 최종 냉간 압연 시의 압하율을 15∼85%

괴를 통상법에 따라 균질화 처리, 열간 압연,

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하율이 15%

냉간 압연하여, 두께 0.8 ㎜의 판재를 작성하였

미만에서는, 충분한 가공 경화가 얻어지지 않

다. 그 후, 380℃의 온도에서 최종 열처리를 행

아, 강도가 저하된다. 압하율이 85%를 초과하

하여, 얻어진 판재를 시험재로 하여 하기의 방

면, 추가적인 가공 경화가 그만큼 얻어지지 않

법으로 평가하였다(문단번호 [0030] 참조)

는 데다가, 프레스 성형성이 저하된다(문단번호
[0035] 참조).

셋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레이저 용접성의 향상, 방폭 기능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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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형가공부의 가공에 있어 균열 발생 방지의 효과가 발현되는 것인데 반해, 대응
되는 기술적 구성이 없는 선행발명은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
라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차이점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인장강도를 130㎫ 미만으로 한정하
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2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 발명
은 인장강도의 수치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합금판의 인장강도와 관련하여, 양 발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서로 상
반된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합금판의 인장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방폭 기
능을 부여하는 성형가공부의 가공이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강
도를 구비하는 합금판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은 연질의 종래 재료에 의해 제조된 케이스는 그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크게 상승하
는 경우 큰 팽창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합금판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

선행발명

성형성을 고려하여, Mn 0.3％∼1.5％, Fe 1.
0％∼1.8％를 함유하며, 잔부 Al 및 불가피적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 합금판도 제안
되어 있다(일본 특허 공개 제2003-7260호 공
보).전지 케이스 덮개재에 상기 재료를 이용하
면, 레이저 용접성의 관점에서는 유리해진다
고 생각되지만, 재료 강도가 순알루미늄계 합
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방폭 기능을 부여하
는 성형이 곤란해진다. 또, 상기 Fe, Mn을 많
이 포함하는 합금계에서는 조대(粗大)한 금속

이차전지를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면, 충전할
때, 케이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케이스 내
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상
술한 비교적 연질의 케이스 재료에 의해 제조된
케이스에는 큰 팽창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
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
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고강도이고 프레스 성
형성 및 용접성 등의 종합 특성이 우수한 알루
미늄 합금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문단번호
[0005] 및 [0006] 참조).

간 화합물이 주조시에 형성되기 쉬워지며, 방
폭 기능을 부여하는 성형 가공부에 이러한 조
대 금속간 화합물이 존재하면 균열 발생의 기
점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문단번호 [0007] 및
[0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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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

선행발명

본 발명의 목적은 순알루미늄계 합금과 같은
가공성과 적절한 저강도를 구비하며, 우수한
레이저 용접 성능을 가지고, 저출력이어도 양
호한 용융 상태를 얻을 수 있는 레이저 용접
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판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문단번호 [0011] 참조).

둘째, 위와 같이 양 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양 발명의 인장강도의 범위도
전혀 상이하고,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130㎫
미만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합금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강도는 인장 시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인장 강도에 의해 평가되지만, 알루미늄 합금판의
강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이차전지의 충전 시에, 이차전지 케이스의 내부온도의 상승에 기초한,
내부 압력의 증가에 의한 이차전지 케이스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알루미
늄 합금판을 이차전지 케이스로서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이차전지 케이스의 팽창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 합금판의 강도로서는, 인장 강도가 20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210㎫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인장 강도를 이 범위 내로 함으로써, 본 발명
의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제조된 이차전지 케이스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인장 강도의 상한값
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지만, 그 값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특성, 제조 방법에 의존한다. 그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의 알루미늄판 제조기술에 의해 저비용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의
인장 강도의 상한값으로서 400㎫ 정도, 바람직하게는 380㎫ 정도로 한다(문단번호 [0026] 및
[0027] 참조).

즉, 선행발명은 이차전지 케이스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합금판의 강도의
범위를 200~400㎫로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범
위(130㎫ 이하)와는 상이하다.
결국, 양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의 목적으로 인해 합금판의 인장강도의 범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구성을 도출하였고, 이로 인해 선행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구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아무런 기
술적 시사점이 없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위 차이점 3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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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8허3437 거절결정(특) 2018. 8.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친환경적인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142141

2016원3655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포함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대응구성이 없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성분의 조성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
상발명 1에 동일한 기재가 없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각 구성의 입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한 기재가 없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차이점 1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
도 도로포장재의 재료로서 제오라이트, 펄라이트, 질석 및 소석회를 혼합
하고 있어 동일하다.
차이점 2를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성분의 양이

심결요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그 성분의 특성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기재
가 있을 뿐이고, 실시예와 대비될 수 있는 비교예가 나타나 있지도 않으
며, 조성비의 수치한정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러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차이점 3을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운동장용 포장재 조성물은
배수 및 다짐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함량비 및 굵기, 즉 입도분포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고(식별번호 [0025]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의 입도 한정으로 인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
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
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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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①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
자가 발명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및 소석회는
주재료를 보완하기 위한 성분들인데(식별번호 [0036] 등 참조) 비교대상
발명 2에서도 주재료에 추가되는 성분으로서 위 재료를 소량 사용하고
있다는 점(식별번호 [0070] 참조) 및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 1 및 2에 나타난 이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특이하거나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
체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표층재 조성물의 구성성분으로 첨가되는 펄
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는 토양의 한 성분으로 다공성, 투수성,
보수성(保水性), 흡착성, 기경성(氣硬性) 등 각 물질의 고유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물질들을 토질을 개량하는 데 사용한
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졌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배경기술
중 하나인 등록특허 제10-0492273호(2005. 5. 27. 공고)에서 강도 유지
용으로 소석회를 표층제 조성물에 첨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을 제1
호증, 식별번호 [8]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우수한 배수성과 강도 확보의 목적
및 효과를 위하여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사용한다고 기재
판결요지
(청구기각)

되어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34] 내지 [43] 참조). 그런데 이러한 목적
및 효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이미 널
리 알려졌거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배경기술로 언급된 펄라이
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점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이러한 물질들을 표층재 조성물의 구
성성분으로 선택한 데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더욱이 선행발명 2에도 도로포장재에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갑 제3
호증, 식별번호 [55], [70] 등 참조).
(4) 이 사건 출원발명은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이러한 조성물을 일반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을 제1호증 식별
번호 [18]), 선행발명 1도 운동장 포장재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은 기술
분야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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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발명 2는 도로포장재에 관한 발명인데, ‘도로’라 함은 통상 ‘사
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의미하는 점, 선행발명 2
의 명세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2의 도로포장재는 차량용 도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만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층재 조성물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선행발명 2도 이 사건 출원발명
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층
재 조성물이 ‘흙 표면 포장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보더라도, 선행발명 2
의 기술적 구성이 오직 도로포장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재는 흙 등으로 형성된 도로 위를 포장하는 재료이므
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도로포장재를 흙으로 형성된 일정한 지면을
포장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
행기술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
과 기술분야가 달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로서, 중량

납석 및 마사토를 포함하고,

으로 납석 85~93%, 마사토 3~6%, 펄라

상기 납석은 입자크기가 300메쉬 미만인 납석 분말과 300메

이트 0.5~1%, 제올라이트 1.5~3%, 질석

쉬 이상인 납석 미분으로 이루어지고(청구항 1),

1~2%, 그리고 소석회 1~3%를 포함하고,

상기 납석 분말의 함량은 70~30중량%이고, 상기 납석 미분

상기 납석의 입도는 0.001~5mm이며, 타

의 함량은 8중량% 이하이며, 상기 마사토의 함량은 30~70중

구성물의 입도는 0.001~3mm임을 특징

량%이며(청구항 2),

으로 하는

상기 납석 분말의 입경은 0.05~3.0mm이고, 납석 미분의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

입경은 0.05mm 미만이며, 마사토의 입경은 8.0mm 이하인
것(청구항 4)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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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도출
가능한지 여부이나, 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운동장 포장재’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도로 포장재’
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흙의 표면을 포장하는
재료에 관한 기술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1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라인 등을 표시하기 용이하고(이하 ‘제1 목적’이라
한다), 유해한 물질이 없는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며(이하 ‘제2 목적’이라 한다), 강
도가 우수한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제3 목적’이라 한다).
제1 목적을 살피건대, 운동장 또는 도로에 있어서 라인이나 문자 등을 표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제1 목적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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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목적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목적을 위해 납석과 마사토를
주재료로 삼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도 납석과 마사토를 주재료로 삼고 있으므로,
제2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에 내재된 목적에 불과하다.
제3 목적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목적을 위해 소석회를 포함한
것이고(식별번호 [0052] 참조), 비교대상발명 2도 소석회를 포함하여 강도를 높이고
있으므로(식별번호 [0078] 참조), 제3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에 내재된 목적
에 불과하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아래의 ‘동일한 구성’과 ‘차이가 나는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 1을 대비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가) 동일한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납석과 마사토를 포함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이 납석
과 마사토를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다.
(나) 차이가 나는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포함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대응구성이 없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각 성분의 조성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한 기재가
없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구성의 입도를 수치한정
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한 기재가 없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차이점 1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도 도로
포장재의 재료로서 제오라이트, 펄라이트, 질석 및 소석회를 혼합하고 있어 동일하
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2를 받아들일 수 없다.
차이점 2를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성분의 양이 증가 또
는 감소함에 따라 그 성분의 특성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실
시예와 대비될 수 있는 비교예가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조성비의 수치한정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
과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3 및 4를 받아들일 수 없다.
차이점 3을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운동장용 포장재 조성물은 배수 및
다짐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함량비 및 굵기, 즉 입도분포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고(식별번호 [0025]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의 입도
한정으로 인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치한정은 통
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4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합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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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①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성물
에 포함되는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및 소석회는 주재료를 보완하기 위한 성분
들인데(식별번호 [0036] 등 참조)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주재료에 추가되는 성분으
로서 위 재료를 소량 사용하고 있다는 점(식별번호 [0070] 참조) 및 ③ 이 사건 제1
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나타난 이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특이하거나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 구성을 도출
하는 것은 용이하다.
(라) 대비 결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납석 및 마사토가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고, 다른 성분들은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으며, 조성비와 입도에
대한 수치한정으로 인해 현저하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
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구성을 결합하는데 어려움도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생략)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흙 표면 포장용 표
층재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일반 운동장 등의 표층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기
재되어 있으므로(을 제1호증, 식별번호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흙 표면 포장용 표
층재 조성물’은 선행발명 1의 ‘운동장 포장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납석과 마사토를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
는 점에서 동일하다.

- 217 -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납석의 입도를 0.001~5mm로 한정하였는데, 선행발명
1도 납석 분말과 납석 미분의 입경을 각각 0.05~3.0mm, 0.05mm 미만으로 한정하였
고,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한정한 납석 입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 발명의 납
석 입도(입경)의 수치한정범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차이점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납석과 마사토 외에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
석회를 조성물의 구성성분으로 포함하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
이점 1’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를 중량을 기준으로 납석 85~
93%, 마사토 3~6%, 펄라이트 0.5~1%, 제올라이트 1.5~3%, 질석 1~2%, 소석회 1~3%
로 한정하였으나, 선행발명 1은 납석 분말, 납석 미분, 마사토의 조성비를 중량을 기
준으로 각각 70~30%, 8%, 30~70%로 한정한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
이점 2’라 한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마사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의 입도
범위를 0.001~3mm로 한정하였으나, 선행발명 1은 마사토 입경만 8.0mm 이하로 한
정한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갑 제2, 3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층재 조
성물의 각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
명 1에 선행발명 2의 도로포장재에 사용되는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
등을 첨가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표층재 조성물의 구성성분으로 첨가되는 펄라이트, 제
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는 토양의 한 성분으로 다공성, 투수성, 보수성(保水性), 흡착
성, 기경성(氣硬性) 등 각 물질의 고유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물질들을 토질을 개량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
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졌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배경기술 중 하나인 등록특허 제10-0492273호(2005. 5. 27. 공고)에서
강도 유지용으로 소석회를 표층제 조성물에 첨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을 제1
호증, 식별번호 [8]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우수한 배수성과 강도 확보의 목적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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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
호증, 식별번호 [34] 내지 [43] 참조). 그런데 이러한 목적 및 효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배경기술로 언급된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의 고유한 특성
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점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이러한 물질들을
표층재 조성물의 구성성분으로 선택한 데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3) 더욱이 선행발명 2에도 도로포장재에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 등
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55],
[70] 등 참조).
(4)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이 사건 출원발명은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이러한 조성물을 일반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을 제1호증 식별번호 [18]), 선행발명 1도 운동장
포장재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은 기술분야가 같다.
한편 선행발명 2는 도로포장재에 관한 발명인데, ‘도로’라 함은 통상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의미하는 점,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2의 도로포장재는 차량용 도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고 볼만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표층재
조성물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선행발명
2도 이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출원
발명의 표층재 조성물이 ‘흙 표면 포장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보더라도, 선행발명
2의 기술적 구성이 오직 도로포장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재는 흙 등으로 형성된 도로 위를 포장하는 재료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도로포장재를 흙으로 형성된 일정한 지면을 포장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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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발명 2
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분야가 달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
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목적, 즉 라인 표시가
용이하고, 유해 물질이 없는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면서 비산먼지가
없는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목적은 납석을 주원료로 하는 것
에 의하여 달성되고, 우수한 배수성과 강도 확보의 목적은 표층재의 투수성이나 배
수성, 점성 및 탄성 그리고 색상 등으로 고려하여 마사토,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
트 및 소석회 중 선택되는 1종 이상을 적절히 첨가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을 제1호증 식별번호 [16]).
그런데 선행발명 1은 납석을 주원료로 하는 운동장 포장재에 관한 것이다. 또한,
마사토는 토양의 탄성이나 배수성의 목적을 위하여 표층재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
용기술로서 선행발명 1에서도 첨가재료로 사용되며, 선행발명 2에서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성질이 널리 알려진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 등이 도로포장
재의 첨가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와 같은
목적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목적이 내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목적이 다르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6)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 등을 첨가재
료로 첨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1, 2에 그러
한 결합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기재도 없다.
(7)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수한 배수성과 강도 확보 등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의 펄라이트, 제올라이
트, 질석, 소석회를 쉽게 결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나) 차이점 2, 3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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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
성이 부정된다. 다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
어 있어 특허발명에서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
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효과도 이질적인 때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2) 차이점 2
갑 제2, 3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2와 관련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
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물은 납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마사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참가재료로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
의 조성물도 납석과 마사토를 구성성분으로 하며, 선행발명 2에는 조성물에 펄라이
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첨가재료로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목적
내지 과제는 선행발명 1, 2에도 내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작용효과, 즉 ‘천연성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이나 석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이 없어 운동이나 산책 또는 자전거
이용 시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배수성 및 필요강도가 적절하다’는 것은 선행발명
1, 2에서 제시한 납석, 마사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가 지니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 2의 연장선에 있고 수
치한정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 범위를 수치로 한정
한 것과 관련하여 각 구성성분의 사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을 제1호증, 식별번호 [47] 내지 [52] 참조), 조성비 한정 범위
의 상한과 하한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예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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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 범위 내
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차이점 3
갑 제2, 3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3과 관련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
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납석 외의 구성성분의 입도를 0.001~3mm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주원료인 납석은 그 입도를 5.5mm
이하로 하여 사용하고, 그 외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입도를 3mm 이하로 분쇄하여 사
용하는데, 이는 타 구성요소들과의 혼합접착력 및 발바닥에 닿는 촉감 등을 고려하
고 배수 및 투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44]).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납석 외의 구성성분의 입도를 위
와 같이 한정한 것은 배수성 및 발바닥의 촉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로 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치한정 범위의 상한과 하한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납석 이외의 다른 구성성분의 입도의 한정 범위는
통상적인 모래 입도의 범위인 0.02~2mm와 잔자갈의 입도 범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③ 선행발명 1에는 “운동장용 포장재 조성물은 운동장용으로서 다짐성 및 배
수기능이 우수해야 하고, 적절한 비율이 맞아야 배수 및 다짐성을 극대화 할 수 있
으므로 함량비 및 굵기, 즉 입도분포를 조절해야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
호증, 식별번호 [25]).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토양의 배수성과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 각 구성성분의 입도나 분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론이 같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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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8후10909 거절결정(특) 2018. 10. 12.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을 위한 장치 및 방법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3-7032071

2016원3722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선행발명 1
 을 제2호증: 선행발명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액추에이터 부재와 홀딩장치가 ‘별개의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구성은, 선행발명 2의 액추에이터는 제1제어장치
에 의해 제어되고 래칭 솔레노이드는 제2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어 액추

심결요지

에이터와 래칭 솔레노이드는 각각 별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구
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변속기 제어장
치가 고장인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선행발명 1과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3에서 홀딩 장치와 액추에이터 부재가
별도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한
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2는 제1, 2 제어장치에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가 개별적(병렬

판결요지

적)으로 입력되고, 신호를 받은 제1, 2 제어장치가 액추에이터와 래칭 솔

(청구기각)

레노이드를 각각 제어하는 것으로, 구성요소 3과 구조 및 효과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제1 제어장치와 제2 제어장치가 분리되어 있어, 변속 레
버의 위치에 관한 입력 신호를 개별적으로 감지함으로써 하나의 제어장
치가 고장 나는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는 다른 제어장치에 의해 정상적
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 및 효
과가 선행발명 2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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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1, 2는 자동차 주차 브레이크에 관한 기술분야로, 액추에이터
(유압실린더)와 래칭 솔레노이드(유지용 솔레노이드)의 작동으로 주차 브
레이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공통된 목적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 1에 2를 결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2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2)의 작동을 위한 장치

[선행발명 1]

(1)로서, 상기 주차 브레이크(2)는 복귀 압력에

드라이버에 의한 변속 레버(60)의 선택

대항해서 상기 주차 브레이크(2)의 해제를 위해

조작에 기초하여, 유압 실린더(15) 및 유

작동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부재(3)(이하 ‘구성

지용 솔레노이드(21)를 제어하여, 파킹

요소 1’)와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주차 브레이

장치(10)를 파킹 로크 제어 혹은 파킹 릴

크(2)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홀딩 장

리스 제어함.

치(4)(이하 ‘구성요소 2’)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
어서, 상기 장치(1)는 자동차의 변속 레버에 할
당된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와, 자동차의 변속
기를 제어하며 상기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에
연결되는 변속기 제어장치(22)를 포함하고, 상
기 변속 레버 제어장치(23)는 상기 홀딩 장치(4)
를 작동시키고, 상기 변속기 제어장치(22)는 상
기 액추에이터 부재(3)를 작동사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선행발명 2]
제1 제어장치(242)는 라인(252)를 통해
명령원(226)을 제어하도록 작동할 수 있
다. 제2 제어장치(244)는 래칭 솔레노이
드(93)의 작동을 제어하도록 라인(258)을
통해 명령신호를 제공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

- 224 -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2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3에 의해 변속 레버 제어장치나 변속기 제어장치 중
어느 하나가 고장인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차 브레이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선행발명 1, 2에서는 구성요소 3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2도 제1 및 제2 제어장치가 분리되어 있어 하나가 고장일 때 다른 하나로 주
차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성요소 3에서 변속 레버 제어장치(23)는 상기 홀딩 장치(4)를
작동시키고, 상기 변속기 제어장치(22)는 상기 액추에이터 부재(3)를 작동시켜서 홀딩장치와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가 분리되어 어느 하나의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선행발명 2도 이러한
홀딩장치와 액추에이터 부재를 분리 제어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
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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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주차 브레이크의 안전성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
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05]).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주차장치의 해제상태를 확실하게 유
지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의 주차장치를 제공하는 것이고(문단번호 [0008]), 비교대
상발명 2의 목적은 변속기 시스템을 위한 내장형 주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문
단번호 [001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주차 브레이크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발명 1 및 2와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2) 구성 대비
(가) 구성 1 및 2
구성 1의 액추에이터 부재는 비교대상발명 1의 파킹락용 스프링의 압력에 대
항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유압실린더와 동일하고, 구성 2의 홀딩장치는 비
교대상발명 1의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지지용 솔레노이드와 동
일하다.
(나) 구성 3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액추에이터 부재와 홀딩장치가 컨트롤유닛에 의
해 제어되는 것에 대응되는데, 구성 3에서는 변속기 제어장치가 액추에이터 부재를
작동시키고 변속레버 제어장치가 홀딩장치를 작동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어 액추에
이터 부재와 홀딩장치가 ‘별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
에서는 유압실린더와 지지용 솔레노이드가 실렉터에 연결된 ‘하나의 컨트롤유닛에
의해’ 제어되도록 구성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의 주차 시스템을 구성하는 액추에이터와 래칭(latching)
솔레노이드의 제어방법을 살펴보면, 액추에이터는 명령원의 명령신호에 따라 작동
가능하고(문단번호 [0055]), 제1제어장치는 명령원을 제어하도록 작동가능하며(문단
번호 [0059]), 제2제어장치는 래칭 솔레노이드의 작동을 제어하는 명령신호를 공급
하도록 작동되는바(문단번호 [0060]),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 액추에이터
는 제1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고 래칭 솔레노이드는 제2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므
로 액추에이터와 래칭 솔레노이드는 각각 별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제1제어장치와 제2제어장치가 하나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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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구비될 수도 있고 분리되어 구비될 수도 있으므로(문단번호 [0059]), 비교대상
발명 2의 제1제어장치와 제2제어장치는 분리된 장치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비교대상발명 2에는 ‘분리된 별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두 개의 작동
요소를 제어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유압실린더
와 지지용 솔레노이드가 분리된 별개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도록 설계 변경함으
로써 구성 3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대응구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효과 대비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제시된 기술사
상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되므로, ‘변속기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도 주차 브레
이크가 해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비교대상발
명 1과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4)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구성·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
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
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주차 브레이크의 제어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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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을 보장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나, 선행발명 1, 2는 이러한 목적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3의 ‘변속 레버 제어장치가 홀딩 장치를 작동
시키고, 변속기 제어장치가 액추에이터 부재를 작동시키는 것’은 선행발명 1, 2 어디
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변속 레버 제어장치나 변속
기 제어장치 중 어느 하나가 고장인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차 브레이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선행발명 1, 2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제3호증)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2)의 작동을 위한

자동 변속기의 파킹 장치에서, 파킹 로크용

장치(1)로서, 상기 주차 브레이크(2)는 복귀
압력에 대항해서 상기 주차 브레이크(2)의

스프링(40)의 탄성력에 저항하여 파킹 폴
(33)을 파킹 기어(37)로부터 해방하는 방향

해제를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부

으로 파킹 로드(12)를 이동시키는 유압 실린

재(3)와

더(15)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주차 브레이크(2)를
2

유지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홀딩 장치치
(4)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1)는 자동차의 변속 레버에 할당
된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와, 자동차의 변
속기를 제어하며 상기 변속 레버 제어장치

3

(23)에 연결되는 변속기 제어장치(22)를 포
함하고, 상기 변속 레버 제어장치(23)는 상
기 홀딩 장치(4)를 작동시키고, 상기 변속기
제어장치(22)는 상기 액추에이터 부재(3)를
작동시키는 것

파킹 폴(33)의 파킹 기어(37)로부터 해방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지용 솔레노이드(21)

드라이버에 의한 변속 레버(60)의 선택 조작
에 기초한 시프트 신호가 컨트롤 유닛(61)에
입력되고, 컨트롤 유닛(61)에 의해 유압 실
린더(15) 및 유지용 솔레노이드(21)가 제어
된다(도 4 및 문단번호 [24], [25] 참조).

2) 공통점 및 차이점
두 발명은 주차 브레이크를 복귀 압력에 대항해서 주차 브레이크의 해제를 위
해 작동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부재(또는 유압 실린더)를 포함하고(구성요소 1 부
분), 해제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홀딩 장치(또
는 유지용 솔레노이드)를 구비(구성요소 2 부분)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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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3은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와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에 연결되는
변속기 제어장치(22)를 포함하고, 변속 레버 제어장치(23)가 홀딩 장치(4)를 작동시
키고 변속기 제어장치(22)가 액추에이터 부재(3)를 작동’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컨트롤 유닛(61)이 유압 실린더(15)와 유지용 솔레노이드(21)를 함
께 작동’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구성요소 3은 홀딩 장치와 액추에이터 부재
가 별도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한 개의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된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차이점의 용이 극복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어장치를 변속레버 제어장치(23)와 변속기 제어장치
(22)로 나누어 하나의 제어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제어장치에 의해 주차 브레
이크의 해제 상태를 유지시켜 브레이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그 기술적 의
의가 있다.
【0007】 (전략) 변속 레버 제어장치에 의한 홀딩 장치의 적절한 제어에 의해 주차
브레이크는 변속기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도 해제된 상태에서 더 유지될 수 있다. 이로써
운전자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고장 시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되어야 하는지 또는 자동차가
계속해서 이동될 수 있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은 선행기술과 달리 간단한 기능에 의해 더욱 보장될 수 있고, (보조) 시스템의 고장 시
더 높은 안전성이 제공된다.

나) 선행발명 2는 아래 기재와 같이 제1, 2 제어장치에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
가 개별적(병렬적)으로 입력되고, 신호를 받은 제1, 2 제어장치가 액추에이터와 래칭
솔레노이드를 각각 제어하는 것으로, 구성요소 3과 구조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① 제1 제어장치(242)는 라인(248)을 통해 제1홀
효과 스위치(228)로부터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를 수신하고, 라인(252)을 통해 명령
원(226)을 제어하며, 라인(250)을 통해 스위치(234)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명령원
(226)에 의해 액추에이터(80, 80A)에 제공되는 명령신호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드
백 신호를 제공받고(문단번호 [59]), ② 제2 제어장치(244)는 라인(254)를 통해 제2
홀 효과 스위치(230)로부터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를 수신하고, 라인(258)을 통해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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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솔레노이드(93)의 작동을 제어하며, 라인(256)을 통해 센서(236)로부터 피드백 신
호를 제공받는다(문단번호 [60])고 기재되어 있어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가 제1, 2
제어장치에 각각 입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선행발명 2는 변속 레버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파크 바이 와이어
서브시스템의 ‘파크 상태’ 또는 ‘아웃 오브 파크 상태’에 따라 제1 제어장치가 명령
신호를 보내면 ETRS 밸브(66)와 같은 명령원이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데(문단번호
[56], [57] 참조), 파크 바이 와이어 서브시스템이 ‘아웃 오브 파크 상태’에서 ‘파크 상
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래칭 솔레노이드 작동이 해제되어야 하므로 래칭 솔레노이
드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2 제어장치도 변속 레버의 위치 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점에
서도 제1 제어장치와 제2 제어장치에는 신호가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제어시스템(34)은 제1 제어
장치(242)와 제2 제어장치(244)를 포함하고, 제1 및 2 제어장치는 도 1의 제어장치
(34)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다”(문단번호 [59])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 2 제어장치는 라인(246)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각 스위치, 센서
등은 각각의 라인으로 별도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분리된 별개의 제어장치가 개
별적(병렬적)인 신호를 받아 제1, 2 제어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방법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선행발명 2는 제1 제어장치와 제2 제어장치가 분리되어 있어, 변속
레버의 위치에 관한 입력 신호를 개별적으로 감지함으로써 하나의 제어장치가 고장
나는 경우에도 주차 브레이크는 다른 제어장치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의 및 효과가 선행발명 2에 내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 결합의 용이성
선행발명 1, 2는 자동차 주차 브레이크에 관한 기술분야로, 액추에이터(유
압실린더)와 래칭 솔레노이드(유지용 솔레노이드)의 작동으로 주차 브레이크의 상
태를 유지하는데 그 공통된 목적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
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행발명 2의 제1, 2 제어장치 중 어느 것도 변속 레버 제어장치가
아니고,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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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속 레버 제어장치는 운전자가 변속기 레버의 위치
를 변경하면(파킹 상태와 아웃 오브 파킹 상태) 홀딩 장치를 제어하여 주차 브레이
크가 걸린 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주차 브레이크의 해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마
찬가지로 선행발명 2는 ‘파크 바이 와이어 장치’로, 운전자가 변속 레버의 P(주차),
R(후진), N(중립), D(주행) 중 하나의 위치를 설정하면 제2 제어장치(244)는 설정된
변속 레버의 종류(주차모드 또는 그 외의 모드)에 따라 래칭 솔레노이드(93)를 제어
하여 주차 브레이크의 피스톤(86)이 걸려진 상태에 있게 하거나 해제 위치로 유지하
게 한다(문단번호 [30], [55], [60]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제2 제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변속 레버 장치와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액추에이터 부재(3)가 변속기 제어장치(22)
에 의해 제어되고, 홀딩 장치(4)가 변속 레버 제어장치(23)에 의해 제어되는 반면, 선
행발명 2의 액추에이터(80)와 래칭 솔레노이드(93)는 모두 ‘명령원(226)’에 의해서만
제어되므로 두 발명은 그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래칭 솔레노이드가 명령원으로부터 제어신호
가 송신되지 않는 경우에 파크 폴 기구를 아웃 오브 파크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기
재되어 있고(문단번호 [12]), 원고는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
이나, 이 기재는 명령원의 제어신호가 송신되지 않는 ‘시점’에도 래칭 솔레노이드에
의해 아웃 오브 파크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래
칭 솔레노이드가 명령원에 의해 제어된다는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에서 래칭 솔레노이드를 제어하는 수
단은 제2 제어장치이고(문단번호 [60], 도 9), 명세서에도 ‘명령원이 ETRS 밸브(66)
인 것’(문단번호 [55])으로 명확히 기재된 반면, 명령원이 래칭 솔레노이드를 제어한
다는 문언적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스톤(86)에 유압을 제공하는 명령원(226)이 전
기적 신호로 작동하는 래칭 솔레노이드(93)를 제어할 수는 없고, 주행 중에는 래칭
솔레노이드에 의해 피스톤(86)의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주차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명령원(226)에 의해 유압을 제공하는 신호 외에 별도로 래칭 솔레노이드를 해
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령원은 래칭 솔레노이드의 제어장
치가 아니라 제1 제어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밸브’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변속기 제어장치(22)가 밸브(16, 17)에 명령을 내려 유
압 액추에이터(5)를 제어하는 것과 같다}, 래칭 솔레노이드(93)는 라인(258)을 통해
제2 제어장치의 제어 신호를 받아 작동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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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선행발명 2의 제1, 2 제어장치가 홀딩 장치 및 액추에이터의 작동
을 감시하고 보조하기 위한 피드백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명령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제어신호에 응답하는
액추에이터를 포함하고, 제1 제어장치가 명령원을 제어하는 것’(문단번호 [12])과,
‘제2 제어장치(244)는 래칭 솔레노이드(93)의 작동을 제어(문단번호 [60])하는 것’으
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2에는 제1, 2 제어장치가 각각 액추에이터
및 래칭 솔레노이드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변속 레버 제어장치는 변속 레버가 특정 시
프트 위치에 놓이는 것을 저지하는 등 변속 레버의 작동에 관여할 수 있으나, 선행
발명 2의 제2 제어장치는 변속 레버의 작동에 관여하는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변속 레버 제어장치가 홀딩 장치를 작
동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변속 레버가 특정 시프트 위치에 놓이
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변속 레버 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선택한 기
어 모드에 따라 변속기 제어장치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2
는 제2 제어장치가 변속기 제어장치와 독립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지
개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2에도 중립 위치와 같은 아웃 오브 파크 상태에서 제1 제어장치
가 꺼져 액추에이터에 유압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작동되는 제2 제어
장치가 변속 레버의 위치(P 상태인지 R, N, D인지)를 인식하여 래칭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킬 수 있어 주차 브레이크의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
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발
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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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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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생명공학 분야

1. 2017허3522 거절결정(특) 2018. 6. 29.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암 치료를 위한 종양 저 산소 상태의 유도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0-7025113

2016원2781

관련번호
<진보성 및 기재불비>
쟁점사항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제29조제2항을 충족 여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이 제42조제4항제1호를 충족 여부

입증방법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1
 을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2

◦ 티라파자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저 산소
환경에서 작용하는 항암제로서 널리 알려진 생체환원제로서, 선행발
명 1에는 티라파자민과 같은 생체환원제가 혈관작용제(vasoactive
drug)와의 조합에 의해서 항종향 활성을 상승시킨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 스틸벤 5c가 혈관차단 활성이 있고, 항암제와의 병용에
의해 그 항암 활성을 상승시키는 기재가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혈관작용제로서 선행발명 2의 스틸벤 5c를 채택할만한
동기가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
심결요지

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티라파자민을 혈관작용제의 투여 전후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그 항암 활성을 극대화하여 보는 것은 통상의
창작의 발휘에 해당한다.
◦ 선행발명 1에 티라파자민과 혈관작용제의 조합이, 이들 약물을 각각
사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종양 성장 지연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2에 스틸벤 5c와 혈관신생 억제제인 베바시주맙의
조합이, 이들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항종양 활성을 2배 이상
증강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스틸벤 5c와 티라파자민의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항종양 효과의 증가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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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투여하는 것이,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전에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도 없다.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플라본 아세트산(FAA: DMXAA 유사 화합
물로서 TNF를 발생시켜 종양 혈관을 차단하는 혈관 차단제)과 빈
블라스틴(튜블린의 빈카 도메인에 결합하여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
하는 혈관차단제)은 혈류 차단 효과 및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서
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티라파자민과 병용 투여되었을 때 플라
본 아세트산(FAA)만이 티라파자민의 효과를 증강시킨 결과를 얻
었는데, 플라본 아세트산이 티라파자민의 효과를 증강시킨 원인은
혈류 차단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플라본 아세트산의 작용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TNF와 티라파자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되어 있
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스틸벤 5c는 혈류 차단제이기는 하
지만 TNF의 생성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선행발
명 2는 스틸벤 5c와 베바시주맙을 병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을 뿐
판결요지

이고 두 약물 중에서 스틸벤 5c만을 선택하여 다른 기전의 항종양
약물과 조합할 동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선행발명 1의 DMXAA를
선행발명 2에 제시되어 있는 스틸벤 5c 내지 스틸벤류의 화합물
로 치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티라파자민 또는 스틸벤 5c 단독으로는 각
각 10 내지 20%의 종양 괴사를 유도하는 데 비하여 티라파자민
과 스틸벤 5c의 조합은 종양 괴사 증가를 70 내지 80%까지 유도
한다는 것인바, 티라파자민과 스틸벤의 병용 투여에 따른 효과 역
시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다.
◦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뒷받침 요건 결여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실시예가 없다하더라도 청구항 1의 출원 당시 색전제가 혈관 내
혈류를 기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과 생체환원제로서의 티라파
자민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티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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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과 색전제의 병용 투여 및 투여 순서, 이 때 사용되는 색전
제의 구체적인 종류, 병용 투여로 인한 항암 효과가 기재된 발명
의 설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1에 대
응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발명의 설
명에 청구항 1의 종양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이 기재된 시험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청구항 1에는 색전제로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나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항 1의 나머지 색전제들의 경우 간
암 치료에만 그 효과가 공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모든 종류의 암
으로 그 효과를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에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로도 주장하나 앞서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
에 대한 심사 및 심판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
장은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
청구항 3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티라파자
민과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로서 스틸벤 5c를 포함하는 스틸벤
유도체의 병용 투여, 병용 순서 및 이로 인한 항암 효과가 기재
된 발명의 설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3에 대응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공
통적으로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스틸벤 5c 등의 화합물이 튜불
린에 결합하여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8호증), 실시예(티라파자민과 혈관차단제인 스틸벤 5c의 병용
투여에 관한 약리효과)로부터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미세소관 중
합 억제제의 경우까지 일반화 내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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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선행발명 1
(을 3호증)

이 사건 제3항 발명
(갑 2호증)

선행발명 2
(을 4호증)

포유동물 환자의 종양 치료를 위
한 키트로서, 상기 키트는 스틸벤,
구성 1
(유효 성분)

티라파자민, 및 스틸벤을 티라파
자민 후에 투여하는 투여정보가
포함된 설명서를 포함하며, 상기

티라파자민과 혈관 미세소관 억제제인 스
작용제(DMXAA)의 틸벤 5C와 베바시주
병용투여

맙의 병용투여

항종양 효과

암 치료 요법

스틸벤은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
구성 2
(의약 용도)

포유동물 환자의 종양 치료

◈ 원고 주장
◦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도출해 내개 위해 선행발명 1의 DMXAA를 선행발명 2의 스틸벤
으로 대체할 동기가 전혀 없고, 스틸벤과 같은 미세소관 중합억제제가 티라파자민과 어
떠한 상승적인 종양억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없다.
◦ 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1에 대응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공통적으로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스틸벤
5c 등의 화합물이 튜불린에 결합하여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8호증), 실시예로부터 청구항 3의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의 경
우까지 일반화 내지 확장될 수 있다.

◈ 피고 주장
◦ 선행발명 1에는 티라파자민과 같은 생체환원제가 혈관작용제(vasoactive drug)와의 조
합에 의해서 항종향 활성을 상승시킨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 스틸벤 5c가
혈관차단 활성이 있고, 항암제와의 병용에 의해 그 항암 활성을 상승시키는 기재가 있
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혈관작용제로서 선행발명 2의 스틸벤 5c를 채
택할만한 동기가 있고, 스틸벤 5c와 티라파자민의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항종양 효과의 증가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이다.
◦ 약리 데이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티라파자민과 섹전제를
병용투여한 경우의 의약용도발명은 뒷받침 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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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개시하고 있는 티라파자민과 스틸벤 5c을 병용
한 경우의 약리효과로부터 티라파자민과 스틸벤 구조를 갖고 미세소관 중합 억제 효과
를 갖는 모든 공지 및 미지의 화합물을 병용투여한 경우의 약리효과까지 확장 내지 일
반화할 수 없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제29조제2항을 충족 여부 및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이 제42조제4항제1호를 충족 여부였으나,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1 및 2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bioreductive agents)의 종
양 억제 활성을 국소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식별번호
[0026]), 비교대상발명 1은 티라파자민과 혈관작용제(DMXAA)의 조합에 의한 티라
파자민의 항종양 효과를 향상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초록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마우스 이종 이식 모델에서의 스틸벤 5c가 혈관차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 하는 것으로(초록 참조),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혈관작용 효과
를 갖는 물질과 항암제의 병용요법에 의한 항암 효과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학
적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포유동물 환자의 종양 치료를 위한 키트로서, 상기 키
트는 스틸벤, 티라파자민, 및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는 투여정보가 포함
된 설명서를 포함하며, 상기 스틸벤은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인 키트’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티라파자민과 혈관작용제(DMXAA)를 병용하는 항종양 요법에
관한 것이다.
대비하면, 양 발명은 티라파자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종양 치료에 관한 것이
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티라파자민과 병용하는 약물로서 스틸
벤계 화합물을 채택하여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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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에 미소
세관 억제제인 스틸벤계 화합물(스틸벤 5c)이 종양 혈관 관류(tumor vascular perfusion)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의해서 항종양 효과를 상승시킨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초록 참조), 이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혈관작용제인 DMXAA를 비교대상발명 2의 스틸벤 5c로 치환하여 티라파자민
의 후에 투여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살핀다.
살피건대, 티라파자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저 산소
환경에서 작용하는 항암제로서 널리 알려진 생체환원제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는
티라파자민과 같은 생체환원제가 혈관작용제(vasoactive drug)와의 조합에 의해서 항
종향 활성을 상승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을 접한 통상의 기술
자라면 종양성장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하여 종양부에
저 산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티라파자민과 조합하면, 티라파자민의 항종양
을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 스
틸벤 5c가 혈관차단 활성이 있고, 항암제와의 병용에 의해 그 항암 활성을 상승시키
는 기재가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혈관작용제로서 비교대상
발명 2의 스틸벤 5c를 채택할만한 동기가 있다 할 것이고, 이들 약물의 조합을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는 키트의 형태로 제조하는 것도 제약분야에서 통상적인 제품화 과
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는’ 구성과 관
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바람직한 투여 방법으로서 티라파자민을 혈관작용제인
DMXAA 투여 15분 전 또는 투여 후 1시간이내 투여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375면의 하단의 Fig. 3 및 좌측 컬럼 1 내지 4행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티라파자민
을 혈관작용제와 병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약물을 동시 투여하는 것보다 시차(時差)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티라파자
민을 혈관작용제의 투여 전후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그 항암 활성을 극대화하여 보
는 것은 통상의 창작의 발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효과에 관해서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관찰되는 상승작용의 전형
적인 수준을 실시예 5(도 5)에 나타내며, 여기에서 티라파자민 또는 스틸벤 5c, VDA
는 단독으로 10 내지 20% 종양 괴사를 유도하는 반면, 티라파자민과 스틸벤 5c의
조합은 종양 괴사 증가를 70 내지 80%까지 유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식별번
호[004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 티라파자민과 혈관작용제의 조합이, 이들 약물을
각각 사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종양 성장 지연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375면
의 하단의 Fig. 3 및 Fig. 4 참조), 비교대상발명 2에 스틸벤 5c와 혈관신생(angiogenesis)
억제제인 베바시주맙(bevacizumab)의 조합이, 이들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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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활성을 2배 이상 증강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198면의 우측 상단 Fig. 7
참조), 스틸벤 5c와 티라파자민의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항종양 효과의
증가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스틸
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는 것이,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전에 투여하는 것에 비
해서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투여방법에 따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타라파자민과 스틸벤 5c를 병용투여 하면, 종양이 대부분 괴사
성이며, 종양의 중심 및 주위 테두리의 작은 종양만이 남아 있을 뿐일 정도로, 종양
의 제거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는 종양 괴
사(tumor necrosis)가 아닌 단지 종양 성장의 지연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고,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에는 스틸벤 5c의 단독 투여로서 종양 성장의 지연을 보이지
도 않아, 스틸벤이 DMXAA 보다 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
의 티라파자민 투여 후에 스틸벤 투여로 인한 상승적 효과는 매우 극명한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티라파자민과 혈관작용제의 조
합에 의해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검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효과의 차이
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도 5의 조직학적 절단 및 염색, 도 6의 종량 부피의 측정에
의해서 그러한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종양이 일정 크기로
성장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험
방법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종양 괴사에 의
해서 종양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을 조직학적 방법을 통해서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곤란한다.
또한, 스틸벤이 DMXAA 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 사건 출
원발명은 저 산소-활성화된 티라파자민의 종양 억제 활성을 국소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스틸벤이 혈관차단제로서 우
수한 효과를 발휘하여 종양 부위의 저 산소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약물로서 자명하
게 인식할 수 있고, 스틸벤 5c의 단독 투여가 항암제인 베바시주맙과 유사한 정도의
종양 성장 억제효과도 기재되어 있으므로(198면의 Fig. 7 참조), 스틸벤이 DMXAA
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비결과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와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그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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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
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 및 거절이
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3의 뒷받침 요건 결여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
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
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
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
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
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
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참조).
또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
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특허청
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
20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청구항 1의 경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청구항 1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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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가) 먼저 청구항 1은 ‘티라파자민’과 ‘리피오돌, 젤포암, 혈병 및 나노입자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선택되는 색전제’를 유효성분으로 하고, ‘포유동물 환자의 종양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며, 위 유효성분의 투여순서를 ‘색전제를 티라파자민 후에 투
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약용도 발명이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
구항 1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종양의 치
료를 위해 저-산소 활성화된 생체환원제인 티라파자민을 색전제와 병용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색전제는 리피오돌, 젤포암, 혈병, 나노입자가 있고, 투여순서는 티라파
자민을 색전제의 투여 전에 투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병용투여의 경우 종양 세
포 살해 수준이 각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상승작용적이라는 것이다.
<0033> “색전술”은 종양 세포가 적합한 혈류를 획득할 수 없어 죽도록 종양을 함유하는 영역에
공급되는 동맥 가지의 폐색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리피오돌, 젤포암, 혈병 등)을 주입함으로써 식별
가능한 동맥 가지, 예를 들어 간세포 암종에 공급되는 간 동맥이 공급되는 종양 또는 종양을 함유하
는 영역에 사용되는 국소화된 요법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0034>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태양에서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HABA), 예를 들어 티라파
자민을 국소화된 구역 중의 종양의 치료를 위해 색전술과 병용한다. ...(중략)... 두 작용제의 동시
투여의 결과로서 티라파자민이 리피오돌과 같은 색전제와 함께 종양 내에 갇힌다. ...(중략)... 이러한
독특한 조합은 티라파자민의 세포-살해 능력의 충분한 활용의 중대한 이점을 가지며 선행 임상 연
구들에서 관찰된 전신 독성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0035> 리피오돌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전제이다.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색전제들로는 비 제한적으로 젤포름, 혈병, 나노입자 또는 혈관 폐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임의
의 임상적으로 입증된 기계적 작용제가 있다. 색전제 및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HABA)의 투
여를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ABA를 색전제의 투여 전(예를 들어 약
1 내지 120분 전)에 투여할 수 있으며, 색전제의 후속 투여는 HABA를 위 영역에 가둔다. (이하
생략)
<0036> ... (생략) ... 기계적 색전술+HABA 투여의 효과는 종양 세포 살해에 관하여, 복합 요법에
의해 발생하는 종양 세포 살해 수준이 각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것
보다 더 크다. 즉, 그 효과가 단지 추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작용적이다.

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청구항 1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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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항 1의 출원 당시 색전제가 혈관 내 혈류를 기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과 생체환원제로서의 티라파자민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티라파자민과 색전제의 병용 투여 및 투여 순서, 이 때 사용되는 색
전제의 구체적인 종류, 병용 투여로 인한 항암 효과가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1에 대응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와 달리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1의 종양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이 기재된 시험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결국 청구항 1은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항 1에는 색전제로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나노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항 1의 나머지 색전제들의 경우 간암 치료에만 그
효과가 공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모든 종류의 암으로 그 효과를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에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
판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항 3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3 역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
로, 청구항 3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없다.
가) 먼저 청구항 3은 ‘티라파자민’과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인 ‘스틸벤’을 유효
성분으로 하고, ‘종양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며, 위 유효성분의 투여순서를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약용도 발명으로서, 유효성분 중
하나를 구체적인 화학식이나 화합물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미세소관 중합 억제 기능
을 하는 스틸벤, 즉 1,2-디페닐에텐(에틸렌) 골격을 가지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3과 관련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의 전신 투여 결
과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위 물질의 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종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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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소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혈관차단제를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와 병용
하는데, 혈관차단제로서 스틸벤 5c를 포함하는 스틸벤 유도체가,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로서 티라파자민이 각각 사용될 수 있으며, 혈관차단제를 티라파자민 이
후에 투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병용투여의 경우 종양 치료에 보다 유효하다는 점
이 제시되어 있다.
<0017> 본 발명은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HABA)의 전신 투여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을 감소 또는 최소화하면서, 상기 작용제의 항-종양 활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및 조성물의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중략)... 본 발명의 투여 전략은 HABA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소
영역에서, 예를 들어 종양 내 또는 종양을 함유하는 구역에서 저 산소 상태를 유도함을 포함한다.
...(중략)... 이러한 기술을 이행하는 2가지 일반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었다. …(중략)… 두 번째 접근
법에서, HABA를 하나 이상의 저 산소 상태-유도제, 예를 들어 혈관 차단제(VDA) 및 혈관형성 억제
제(AAA)와 함께 종양에 투여한다.
<0020> ...(생략)... 한편으로, 상기 저 산소 영역을 국소적으로 형성시키는 단계를 상기 제공
단계와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태양에서, 상기 국소적인 형성 단계는 콤브
레타스타틴, 콤브레타스타틴 유도체, (5S)-5-(아세틸아미노)-9,10,11-트라이메톡시-6,7-다이하이드
로-5H-다이벤조[a,c]사이클로헵텐-3-일 이수소포스페이트(ZD6126), DMXAA(5,6-다이메틸잔테논4-아세트산, (N-[2-[4-하이드록시페닐)아미노]-3-피리디닐]-4-메톡시벤젠설폰아미드)(E7010 또는 A
BT-751), 스틸벤 유도체, 예를 들어 시스-3,4',5-트라이메톡시-3'-아미노스틸벤(스틸벤 5c) 및 시스
-3,4',5-트라이메톡시-3'-하이드록시스틸벤(스틸벤 6c) 또는 이들의 유도체, 및 스틸벤 5c의 전구약
물 모폴리노-카바메이트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혈관 차단제를 제공한다.
<0039> ...(생략)... VDA와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 예를 들어 티라파자민의 조합은 놀랍
게도 고형 종양 암의 치료에 어느 한 작용제의 단독 활성을 근거로 예견되는 경우보다 더 유효하
다. 즉 이들의 활성은 상승작용적이다(상기 병용된 작용제의 종양 살해 효과는 각 작용제의 단독
효과의 산술적 합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티라파자민 이후에 제공된 VDA는 티라파자민의 활성화
를 허용하고 후속적인 종양세포 살해를, 각 작용제 단독에 의한 종양 세포 살해 수준에 비해 10배
이상까지 더 크게 증가시킨다. (이하 생략)

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스틸벤
골격을

가지고

있는

스틸벤

5c(cis-3,4',5-트리메톡시-3'-아미노스틸벤),

스틸벤

6c(cis-3,4',5-트리메톡시-3'하이드록시스틸벤), trans-3,5,4'-트리메톡시스틸벤, 콤브레
타스타틴 A4-포스페이트(CA4P), 콤브레타스타틴(CA4)이 튜불린의 콜히친 결합 부
위에 콜히친 대신 결합하여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갑8호증, 390면 좌측 컬럼 20~25행, 393면 우측 컬럼 두 번째 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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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벤 5c

trans-3,5,4'-trimetho
xystilbene

스틸벤 6c

CA4 : R=H
CA4P : R=PO3Na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항 3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티
라파자민과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로서 스틸벤 5c를 포함하는 스틸벤 유도체의 병용
투여, 병용 순서 및 이로 인한 항암 효과가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
자는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 3에 대응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
이다.
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티라파자민 투여 후 스틸벤
5c를 투여하여 종양 괴사를 유발하고, 종양 부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는 실
시예 5가 제시되어 있기도 한데(갑2호증, 식별번호 [0076]~[0078], [도 5D], [도 6]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스틸벤 5c 등의 화합물이
튜불린에 결합하여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티라파자민과 혈관
차단제인 스틸벤 5c의 병용투여에 관한 효과 기재는 스틸벤 골격을 가지는 미세소
관 중합 억제제의 경우까지 일반화 내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바) 결국 청구항 3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설
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3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1

청구항 3(갑2호증)

선행발명 1(을3호증)

포유동물 환자의 종양 치료를 위한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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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종양 효과(373면 초록의 ‘결론’ 부분
참조)

구성
요소
2

청구항 3(갑2호증)

선행발명 1(을3호증)
- DMXAA, 티라파자민(SR 4233) 병용투여

키트는 스틸벤, 티라파자민을 포함

(373면 초록의 ‘결론’ 부분 참조)
- 티라파자민(SR 4233)은 DMXAA 투여 15

3

키트는 스틸벤을 티라파자민 후에 투여하

분 전과 1시간 후 사이에 투여했을 때 D

는 투여정보가 포함된 설명서를 포함

MXAA 및 SR 4233의 상호작용이 최대였
다(375면 좌측 컬럼 1~5행, [도 3] 참조).
- DMXAA는 혈관작용성 약물로서 강력한

4

스틸벤은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인 키트

종양 혈류 억제제(375면 우측 컬럼 ‘결론’
부분 참조)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
먼저 청구항 3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용도를 특정한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위와 같은 의약용도에 덧붙여 유효성분이 포함된 키
트의 형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의약조성물을 사용설명서 등을 포함하는 키트로 구성
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
성요소에 이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항 3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4 부분
청구항 3의 구성요소 2, 4는 키트의 유효성분으로서 티라파자민과 미세소
관 중합 억제제인 스틸벤을 병용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티라파자민(SR 4233)과 혈류 차단제인 DMXAA를 병용하는 것이다.
양 대응 구성요소는 티라파자민과 혈류를 차단하는 물질을 병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구성요소 2, 4에서는 혈류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질로
서 미세소관 중합 억제제인 스틸벤이 사용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
소에는 DMXAA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다) 구성요소 3 부분
또한 청구항 3의 구성요소 3은 스틸벤과 티라파자민의 투여순서를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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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민 투여 후에 스틸벤을 투여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혈류 차단제의 투여를 티
라파자민 투여 후로 한정한 것인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티라파자민 투여의 최적 시간을 DMXAA 투여 15분 전부터 DMXAA 투여 1시간 후
까지라고 제시함으로써 혈류 차단제의 투여 순서를 티라파자민의 투여 후로 한정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3의 구성요소 2,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3은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의 전신 투여 결과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위
물질의 활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해결 과제로 삼고, 종양 내 저 산소 상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혈관차단제를 저 산소-활성화된 생체환원제와 병용하는 것을 위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하고 있다(식별번호 [0017], [0020] 참조).
나) 한편, 선행발명 1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 역시 혈류를 억제하는 물
질이 저 산소 활성화된 생체환원성 약제의 항종양 효과를 높이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강력한 혈류 억제제인 DMXAA가 생체환원성 약제인 티라파자민
과 병용 투여되었을 때 종양 성장을 현저하게 지연시킨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을3호증, 초록의 [목적] 부분, [도 3] 참조), 선행발명 1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원리는 청구항 3의 그것과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인 1996.경 발행된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Cancer」의 S86-S88에 소개된 “Antivascular approaches to solid
tumour therapy: evaluation of tubulin binding agents”라는 제목의 논문(갑6호증)에 의하
면, 플라본 아세트산(FAA)과 빈블라스틴은 혈류 차단 효과 및 종양 성장 억제 효과
가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티라파자민과 병용 투여되었을 때 플라본 아세트산
(FAA)만이 티라파자민의 효과를 증강시킨 결과를 얻었는데, 플라본 아세트산이 티
라파자민의 효과를 증강시킨 원인은 혈류 차단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플라본
아세트산의 작용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TNF와 티라파자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S86 [요약] 부분, S87 우측 컬럼 27~31행, [표 1], [도 2] 부분,
S88 좌측 컬럼 4~8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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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는 혈류 차단제로서 동일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더라도 티라파
자민과 병용 투여 시에 상승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TNF를 유리하는 기전을 가져
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스틸벤 5c는 혈류 차단제이기는 하지만
TNF의 생성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라) 또한 선행발명 2에서는 스틸벤 5c가 정상 기관에 독성 없이 종양에서만
혈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독 사용시에도 종양 성장률을 약 40% 정도까지
억제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스틸벤 5c를 베바시주맙과 병용하면 종양 성장 억제 효
과가 휠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을4호증, 191면 초록 [결과] 부분,
198면 왼쪽 컬럼 두 번째 단락, [도 7]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2는 스틸벤 5c와 베바
시주맙을 병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고 두 약물 중에서 스틸벤 5c만을 선택하
여 다른 기전의 항종양 약물과 조합할 동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발명 1, 2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
권주장일 당시에 알려져 있던 기술 내용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선행발명 1의 DMXAA
를 선행발명 2에 제시되어 있는 스틸벤 5c 내지 스틸벤류의 화합물로 치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티라파자민 또는 스틸
벤 5c 단독으로는 각각 10 내지 20%의 종양 괴사를 유도하는 데 비하여 티라파자민
과 스틸벤 5c의 조합은 종양 괴사 증가를 70 내지 80%까지 유도한다는 것인바(갑2
호증, 식별번호<0041> 참조), 티라파자민과 스틸벤의 병용 투여에 따른 효과 역시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기도 하다.
2) 차이점 2의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3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인 혈류 차단제의 투여 순서를 티라파자민의 투여
후로 한정하는 것 자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즉,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두 약물 사이의 투여순서
를 최적화하는 것은 병용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으로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
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티라파자민 투여 후에 혈관 차단제를 투여하는 경우 항종양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오히려 혈관 차단제와 저 산소 환경에서 활성화되어 작용하는 항암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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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파자민 각각의 약리기전을 고려하면, 만일 혈관차단제를 먼저 투여하여 종양으
로 향하는 혈류를 감소시키면 이후에 투여되는 티라파자민이 종양 조직으로 이동하
는 정도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티라파자민을 먼저 투여
한 후 혈관 차단제를 투여하여 종양 조직 내의 저 산소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항암제인 티라파자민을 혈관 차단제보다 먼저 투여
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동기는 충분하고, 그러한 시도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
어 보인다.
다) 한편,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티라파자민 투여의 최적의 시간이 혈관
차단제인 DMXAA 투여 15분 전부터 1시간 후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을3호증, 375
면 좌측 컬럼 1~5행 참조), 티라파자민을 혈관 차단제보다 15분 전에 투여하는 방식
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라)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술상식에 기초한 통상의 기술자는 티라파자
민을 혈관 차단제보다 먼저 투여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1로부터 어렵지 않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없
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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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허5917 거절결정(특) 2018. 6. 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신규한 속용성 과립제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2-11351

2015원7912

관련번호
<진보성>
쟁점사항

 속용담체는 용해도 조건 (1), (2) 및 (3)을 만족하는 당 또는 당 알코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투여용 속용성 과립제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물감, 잔류감 및
쓴 맛 감소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용해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선행발명
심결요지

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용해조건 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Tmax 및 그 표준편차의 감소효과
역시 선행발명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도 조건 (1), (2) 및 (3)은 담체로 활용된
당 또는 당알코올의 입자경임을 알 수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제제의 입자경이 감소할수록 표면적이 증대하고 이
에 따라 높은 용출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출원발

판결요지

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선행발명의 발명자도 속용성 담체로 이루어지는 속효 제제의 용해
도가 구강 내 촉감 및 생체이용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면 국내에 공
급되는 당 또는 당알코올 원료를 사용용도에 맞게 분쇄하여 용해
속도 및 구강 내 촉감을 비교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실데나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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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과립제형에 적합한 용해도 조건을 선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물감과 잔류감 제거효과는 용해도 조건
(1), (2) 및 (3)의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는 입자경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절
될 수 있으므로, 입자경이 줄어들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주지
의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잔류감 및 이물감
의 제거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부적절한 실험설계에 기초하여
산출된 Tmax와 그 표준편차를 기초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기존
속붕해정보다 Tmax와 그 표준편차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갑 제5호증)
구성
①

선행발명
(갑 제2호증)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
실데날필 젖산염
는 염; 및
자일리톨, 만니톨, 이소말트, 소르비톨, 말
티톨, 정제백당, 유당, 이노시톨, 에리스리

구성
②

유당, 만니톨, 솔비톨, 크실리톨, 에리스
톨, 결정과당, 트레할로스, 리비톨, 아라비
리톨, 글루코즈, 수크로즈, 과당, 레불로
톨, 갈락티톨, 락티톨 및 말토트리톨 및 이
즈, 말토덱스트린, 파라티노즈 등의 당류
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
택되는 당 또는 당 알코올인 속용담체

구성
③

를 포함하는 속용성 경구투여용 과립제형 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의 속용제형
상기 속용담체는 하기 조건 (1), (2) 및 (3)을
만족하는 당 또는 당 알코올인 것을 특징으

구성
④

로 하는 경구투여용 속용성 과립제형.
(1) 순간용해도가 30mg/ml 이상
(2) 5분용해도가 50mg/ml 이상
(3) 순간용해도가 최대용해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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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당류는 분무건조 등에 의해 다공화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구강내에서 용해
성을 증가시킬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경구투여용 과립제형으로서 속용담체의 용해도를 미시적으로 구
분하여 이물감과 잔류감까지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선행발명에서는 이러한 효과
를 의도하게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용해도가 낮은 실데나필 유리
염기를 포함하여 높은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을 보이므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며,
Tmax의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 역시 줄어들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1항의 (1) 내지 (3)의 조건은 선행발명에 기재된 분무건조 등으로
다공화되고 미립화된 당류 및 통상적으로 과립 제제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작게 분쇄된
당류의 시간에 따른 용해도를 단순히 확인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효과도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가능한 효과를 단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④(용해도 조건 (1), (2) 및 (3))를 비교대상발명으로
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
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구강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속용성 과립
제형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0001] 참조), 구강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됨은 물론 약
효의 발현시간을 단축하고, 약효발현시간과 관련된 개체간의 편차를 줄이며, 이와
동시에 구강내 이물감 및 잔류감을 제거하고, 청량감을 부여한 과립제형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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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도 실데나필의 속효제형에 관한 것으로(제1면 요약 및 마지막 단
락 참조), 신속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높은 생체이용률을 나타내는 실데나필의 새로
운 제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제2면 둘째 단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실데나필의 제형에 관한 것으
로 방출이 빠르고 약효 발현 시간이 단축된 속효성 제제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술분
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효발현시간과 관련된 개체간의 편차를 줄이고
구강내 이물감 및 잔류감을 제거하며 청량감을 부여하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 명
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비교대상발명도 구강에서 붕해되는 속효성 경구용 제제에 관한 것
이어서, 구강내 이물감 및 잔류감을 제거하고 청량감을 부여하는 발명의 목적이 비
교대상발명에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고, 약효발현시간에 개체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을 최소화하는 것은 경구투여용 제제가 가지는 일반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성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2)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약물, 제형 및 담체에 관한 구성으로 나누어 비교대상발
명과 대비한다.
(가) 약물
이 사건 제1항 발명 제형에 함유된 약물은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
로 허용되는 염이고, 비교대상발명도 실데나필 젖산염(실시예 1 내지 4 참조), 실데
나필 시트레이트염(비교예 6 참조) 및 실데나필 유리염기(실시예 7 참조)를 함유하
는 제형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약물에는 차이가 없다.
(나) 제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형은 ‘속용성 과립’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따르면 속용성 과립은 구강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어 물 없이 복용 가능
하고 유효성분의 용해와 흡수가 촉진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1] 및 [0005] 참조).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도 속효성 제제에 관한 것으로 구강내에서 신
속하게 붕해되는 제형을 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속붕해정을 개시하고 있다
(실시예 1 내지 4 참조).
그리고, 비교대상발명에 신속하게 약효를 나타내는 속효성 제제를 정제,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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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제, 과립제로 제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물을 먹지 않고도 구강내
타액에 의해 빠르게 붕해 및 용해된다는 기재도 있으며(제3면 셋째 단락 참조), 과립
은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약효를 발현하도록 하는 제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유효성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발현시간을 단축하
는 속효성 제제로서 속용성 과립제형을 선택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담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자일리톨, 만니톨, 이소말트, 소르비톨, 말티톨, 정
제백당, 유당, 이노시톨, 에리스리톨, 결정과당, 트레할로스, 리비톨, 아라비톨, 갈락
티톨, 락티톨 및 말토트리톨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당 또는 당 알코올’을 속용담체로 포함하고, 그 속용담체로 사용되는 당 또는 당 알
코올이 ‘(1) 순간용해도가 30 mg/ml 이상, (2) 5분용해도가 50 mg/ml 이상 및 (3) 순간
용해도가 최대용해도의 9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도 실데나필 또는 그의 염과 속용성 당류를 포
함하고, 구강내에서 신속하게 붕해되는 경구투여용 제형을 개시하고 있는데, 당류
로 유당, 만니톨, 솔비톨, 크실리톨, 에리스리톨, 글루코즈, 수크로즈, 과당 등을 사용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제2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의 제14~18행 참조),
구체적으로 만니톨 또는 만니톨과 솔비톨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제형을 개시하고 있
다(실시예 1~4, 비교예 1~6 등 참조).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속용담체로
서 만니톨, 솔비톨 등의 당류를 포함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당류의 용해 조건을 더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으로 그 용해 조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식별번호
[0037]~[0040] 참조), 순간용해도와 5분용해도는 시간과 관련한 용해도이므로 용해
도와 용해속도를 한정한 것이고, ‘순간용해도가 최대용해도의 90% 이하’인 것도 최
대용해도가 순간용해도에 비하여 높아 시간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결국 용해속도와 관련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용해도가 높으면서도 용해 속도가 빠른 담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해당하는 속용 담체의 용해도와 용해속도 특성을 용해 조건 (1)
내지 (3)을 통하여 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발명은 당류의 용해도 및 용해 속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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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지만, 당류의 수용해성이 좋아야 한다고 기재하면서 분무건조 등에 의해
다공화된 것이 구강내 용해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제2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의 제14-18행 참조).
살피건대, 속붕해성 제제의 담체로 당류가 널리 사용되는 점, 고체 물질을
분무건조하여 작고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는 점, 입자를 다공화하면 용해 속도가
증가하는 점 및 고형 제형에 함유된 물질의 용해도와 용해속도는 붕해와 용출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라는 점 등이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은 구강내에서 용해성을 증가시키는 속용담체로 사용되는 당류가 적
절한 범위의 용해도와 용해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비교
대상발명의 ‘용해성’ 이라는 것은 ‘용해도와 용해속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은 속용담체의 용해도와 용해속도
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
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강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면서 이물감과 잔류감이 없
고 쓴 맛이 감소하여 물 없이 복용할 수 있어서 복용편의성이 개량된 것이다. 또한,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이하 ‘Tmax’라 한다)이 단축됨과 동시에 개체간 Tmax의 편
차가 적고, 제조공정이 간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식별번호 [0031] 참조).
먼저, 복용 편의성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도 구강내에서 신
속히 붕해되는 것으로 복용이 간편하고 쓴 맛을 나타내지 않아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제2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의 제14-18행 참조), 물을
먹지 않고도 빠르게 붕해 및 용해되는 것이므로(제3면 셋째 단락 참조),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복용편의성과 관련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실데나필 유리 염기를 함유하는 과
립제형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을 만족하는 속용담체를 함유하는 실시
예의 제형이 비교예 제형 및 위 용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제형에 비하여 이물감
및 잔류감이 개선되고 쓴 맛이 감소하였다는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표 19
및 21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살펴보면, 이물감 및 잔류감이 우수하게 나타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제형
은 모두 속용담체에 활성성분을 분사한 과립이지만, 비교예와 비교대상발명의 제형
은 구성 성분들을 혼합하여 타정한 정제이고 함유된 부형제의 종류와 활성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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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형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활성성분의 염 형태, 부형제의 종류, 제형의 종류와 제
조방법에 따라 제형의 붕해와 용출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이물감 및 잔류감을 비교예 및 비교대상발명의 제형과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우
수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데나필 유리 염기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쓴 맛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
만, 실데나필 시트레이트염을 함유하는 제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쓴 맛이 개선되지 않았다(표 21의 실시예 34 및 비교예 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물감, 잔류감 및 쓴 맛 감소 효과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을 만족하는 부형제를 사용하였을 때 그
용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확인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을 만족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에 비
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용해 조건을 한정한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Tmax에 관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실데나필 유
리 염기를 함유하는 제형이 실데나필 시트레이트염을 함유하는 시판 제품 보다
Tmax가 0.4 시간 단축되고, 그 표준편차가 2배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4 참조).
그러나, 고형 제형에서 그 제형을 이루는 구성 성분에 따라 용출과 흡수가 달
라지고 염의 형태에 따라 용해도와 용출율에 차이도 나타날 것인데, 위 효과는 활성
성분의 염 형태와 부형제 성분에 차이가 있는 제형과 비교한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
를 현저히 우수한 효과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형은 평균 Tmax가 0.7이고(표 24 참조), 비교
대상발명 제형의 Tmax는 0.25~0.75시간으로 나타났으므로(표 4의 실시예 2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Tmax는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하거나 열등한 정도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제형은 매우 높은 용해도와 생체이용률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활성성분의 용출과 흡수율이 높은 고형 제형에서는 활성성분의 용출과
흡수에 개체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제형의 Tmax 표준편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Tmax 표
준편차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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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시판 제품에 비하여 Tmax 및 그 표준편차를 감소
시킨 것을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의 제형이 붕해제를 함유하는 정제를 개시하고 있을 뿐
이고 과립 제형에 관하여 개시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물감 및 잔류감
을 제거하는 용해 조건을 설정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붕해제는 정제뿐만 아니라 과립제형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비교대상
발명에서 구체적으로 과립제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신
속하게 붕해하는 제제의 형태로서 과립을 선택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그 용해 조건의 수치 범위를 한정한 근거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은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표 1 참조), 고체 물질의
표면적을 늘리거나 서로 치밀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입자의 크기를 작게 분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고형 제제를 제조할 때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공정이므로 비
교대상발명도 분쇄된 담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은 건강한 성인 6명을 대상으로 이물
감 및 잔류감에 관한 관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종류의 당 또는 당
알코올이 적합한 이물감 및 잔류감을 나타내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대략적인 순
간용해도 등의 수치를 선택한 것이므로(표 19 참조), 그 한정된 수치 범위가 그 범
위내에서만 이물감 및 잔류감이 제거되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담체의 용해성이 제형의 붕해 정도와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붕해에 관한 성질이 구강에서 나타나는 이물감 및 잔류감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구강 붕해 제형의 이물감 및 잔류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 적절한 담체의 용해도와 용해속도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해 조건은 고형 제제의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수행되는 분쇄 등의 공정으로 얻어진 용해도 및 용해 속도에 관한 사항을 단순
히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용해 조건을 한정한 것에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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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
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
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
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나. 구성요소별 상세 비교
1) 기술분야 및 목적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실데나필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
으로 함유하며 구강 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속용성 과립제형
에 관한 것으로 이물감 및 잔류감이 없고 쓴맛을 제거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동
시에 약효의 발현이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행발명 역시 그 명세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데나필 젖산염을 함유하여 구강 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는
속효성 제형으로서 복용 시 쓴맛을 나타내지 않아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
강 내 용해성이 좋아 신속히 약효를 발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 분야 및 목적에서 차이가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속붕해정 제형이므로 쓴 맛을 차단하고 신속
하게 용해되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이물감과 잔류감의 해소를 의도하게 할 만한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선행발명 역시 입안의 관능(단맛, 용해성 및
촉감)을 유지하여 복약순응도를 저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속붕해정에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당류를 함유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물을 복용할 필요 없는 속붕해정
제형의 경우 입안에서 ‘촉감’이 좋아야 한다는 주지의 사실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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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1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실데나필 유리염기
혹은 실데나필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속용성 제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용해도가 낮은 실데나필 유리염기를
포함하고 선행발명은 실데나필 젖산염만을 유효성분으로 하므로 구성의 차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성요소 1이 실데나필 유리염기는 물론 실데나필염을 유효성
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선행발명 역시 실데나필 젖산염 외에 실데나필 유리염기 및
시트레이트염을 각 개시하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성요소 2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자일리톨, 만니톨,
소르비톨 등의 ‘당알코올’ 혹은 유당 등과 같은 ‘당’을 담체로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구성요소 3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과립제형을
포함한 속용제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이 속붕해정(ODT)에 한정되므로 과립제형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행발명은 속효제형으로서
정제(tablet) 외에도 캡슐제, 과립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선행발명의 속효제형
이 반드시 정제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구성요소 4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속용제제의 담체로
당류(당 또는 당알코올)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서는 당 또는 당알코올의 순간용해도와 5분 용해도를 각 30mg/ml 이상
과 50mg/ml 이상으로, 순간용해도를 최대용해도의 90%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수치
범위를 한정시킨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수용해성이 좋은 당류이기는 하나, 그
용해조건이 구체적인 수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이러한
수치한정의 차이점을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관련 법리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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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
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
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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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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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
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수치한정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나 임계적 의의도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이점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고 보기 어렵다.
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에서 이 사건 순간용해도 및 5분용해도에 관
련된 조건이 속용담체의 비표면적이나 입자크기와는 다른 별도의 개념이라고 설명
하고 있으나(문단번호 [0055]),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부분에 설명된 내용(문단
번호 [0037] 내지 [0040])과 명세서 표 1, 표 2 및 표 5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용해도 조건은 속용담체로 사용되는 당 또는 당알코올을 사용용도에 맞게
분쇄하여 입자경에 따라 분류한 뒤(D50, 30.7~144.0um/ 108.1~447.8um/ 192.2~648.3um),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용출시험법 및 선형회귀법에 따라 용해도 또는 용출속도를 산
출하여 비교한 결과이므로, 결국 위 용해도 조건을 조율하는 주된 기술적 수단은 담
체로 활용된 당 또는 당알코올의 입자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제제의 입자경이 감소할수록 표면적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높은 용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에서 보듯이 선행발명의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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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속용성 담체로 이루어지는 속효 제제의 용해도가 구강 내 촉감 및 생체이용률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
면 국내에 공급되는 당 또는 당알코올 원료를 사용용도에 맞게 분쇄하여 용해속도
및 구강 내 촉감을 비교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실데나필 속용성 과립제형에 적합한
용해도 조건을 선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 또는 당알
코올의 용해도 혹은 용해속도와 관련하여 입자경을 조절하는 것에는 이 사건 출원발
명의 우선일 당시 널리 활용되었던 분쇄기술(milling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
에 구성의 곤란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를 한정한 것의
임계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의 기재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멘톨 등과 같은 공극(pore)형성제를 사용함
으로서 제제 내 공극(pore)을 형성하는 구성이 포함된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속용
성 과립제형으로 입자의 표면적을 증대시키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발
명은 서로 다른 구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제에 붕
해제(폴리비닐피롤리돈 등)를 필수적으로 함유하도록 하는 대신 공극(pore)형성제(멘
톨 등)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공극(pore)형성제가 필수적 구성요소
라고 보기 어렵고, 공극(pore)형성제는 제제 내 공극(pore)을 형성하여 정제의 붕해 내
지 분해(disintegrating)를 돕는 물질로서 정제 등의 붕해를 촉진시켜 제제의 표면적을
늘리는 기술적 수단이므로, 입자의 표면적을 증대시켜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을 향상
시키려는 과립제형의 원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립은 정제
의 원료를 압축성형하기 전의 중간단계로 조립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정제 제조단계
의 일부인 타정을 생략하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구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잔류감 및 이물감 제거의 현저한 효과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기존의 과립제형이 아니라 선행발명의 효과
와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잔류감 및 이물감에
대응되는 입안의 ‘촉감’을 고려하여 당류 담체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이 사
건 제1항 발명이 당 또는 당알코올을 속용담체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해당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물감과 잔류감 제거효과는 구성요소 4의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당 또는 당알코올의 용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자경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으므로, 입자경이 줄어들수록 용
해도가 증가한다는 주지의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잔류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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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감의 제거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조예 10, 11(만니톨)의 용해도 값을 대조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순간용해도 및 5분용해도가 입자경에 반비례하지 않는 현상을 일부 관찰할 수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미분말의 경우 부착성과 응집성이 강하여 약물 입
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한 습윤이나 응집 때문에 용매
에 대한 유효표면적이 감소하여 입자도와 용출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
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제조예 10, 11의 만
니톨이 미립화(141.5um⇒ 40um)되더라도 오히려 용해도 저하현상(74.2⇒ 62.5)이 일
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만니톨 입자가 미립자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비로소 당류 담체의 용해도가 부착현상의 방해 없이 입자경에 반비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현상 역시 통상의 기술자의 예측범위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
니다.
결국 제제를 적정한 입자경 범위 내에서 과립화시킬 경우 용해도가 증가됨
으로써 잔류감 및 이물감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과립제형의 잔류감 및 이물감이 제거된 것
은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Tmax 및 그 표준편차의 현저한 개선 효과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Tmax와 그 표준편차가 실데
나필 유효성분을 포함한 기존 비아그라 제품보다 뛰어나고, 선행발명의 Tmax가 기
존 비아그라 제품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열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기존 비아그라 제품에 비하여 Tmax 감소 및 표
준편차 감소효과가 현저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Tmax를 포함한 약물동태학적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체내인자 뿐만 아니라 제제의 용해성, 붕해성과
같은 물리적 인자 역시 포함되고, 이와 같은 물리적 성질이 제제에 포함된 첨가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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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붕해제, 결합제 등)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제형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므로, 양 제형 간 첨가제의 종류 및 비율이 일정 정도의 유사성
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생체이용률 파라미터를 비교하는 것은 약동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니톨을 과량함유하고 있는 시험군 실시예 2와
달리 대조군인 기존 비아그라 제품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부형제의 종
류 및 첨가량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속붕해 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류를
주된 부형제로 쓰는 속붕해 제형과 그 구성 및 비율이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실험설계에 기초하여 산출된 Tmax와 그 표준편차를 기초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기존 속붕해정보다 Tmax와 그 표준편차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
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의 Tmax보다 현저하게 좋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텐데,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선행발명의 Tmax가 기존 비아그
라 제품의 Tmax와 유사하거나 열등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비아그
라 제품의 부형제의 종류 및 첨가량이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선행발명의 실
시예 1, 2와 기존 비아그라 제품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설령 원고
의 주장대로 양 제제 간 부형제의 구성 및 비율을 무시하고 선행발명 실시예 1, 2의
Tmax 수치와 기존 비아그라 제품의 Tmax의 수치를 대조해 보더라도, 선행발명의 실
시예 1의 경우 기존 비아그라 제품보다 Tmax가 5분 단축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그
효과가 기존 비아그라 제품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Tmax가 0.7시간이고, 선행
발명의 Tmax가 0.25~0.75시간으로 나타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Tmax수치가 선행발
명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열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선행발명의 Tmax는 토끼를 대상
으로 실험한 결과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Tmax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를 직접 대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부분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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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허7258 거절결정(특) 2018. 5. 18.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체외기생충의 방제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0-7000320

2016원2191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
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일본 공개특허공보 2007-045818호)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억제
제(또는 저해제)의 항진드기 특성을 이용해 동물의 체외기생충인 진드
기류 등을 방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구성의 대비
㈎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클로로-N-[2-[4-(2-에톡시에틸)-2,3-디메틸페
녹시]에틸]-6-에틸-4-피리미딘아민(상품명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심결요지

점(이하 ‘차이점 1’), 및 피리미디펜이 조성물 중 체외기생충에 대해
유일한 활성 화합물이라고 한정한 점(이하 ‘차이점 2’)에서 비교대상발
명과 차이가 있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차이점 1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은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동물에
대해 국소적으로 투여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동물에 대해 살포한다’(식별번호 [0027])는
기재를 고려할 때 차이점 1은 비교대상발명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은 피리미디펜과 에티프롤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
가 있어 보이지만, 비교대상발명의 식별번호 [0004], [00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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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험예를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 중에 포함
된 에티프롤은 피리미디펜의 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진드
기에 대해 직접적인 활성을 갖는 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어서, 결국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에 포함된 피리미
디펜만이 진드기에 대해 활성을 갖는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이
점 2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상의 곤란성이 없다.
(3)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반려동물(개, 고양이)이나
가축 동물(소, 양, 염소 등)에 감염(기생)된 진드기 등을 방제하는 효과
를 갖는 점이 동일하다.
(4) 정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 마쿠쉬 청구항의 진보성 판단방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드기뿐만 아니라 곤충(벼룩, 파리)도
동시에 방제하므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제 대상을 선택적
으로 기재한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방제
대상 중 곤충(벼룩, 파리)과 관련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요지
(청구인용)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1) 국소적 투여(차이점 1) 관련
체외 기생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를 포유동물에 살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방제
내지 치료 부위를 중심으로 살포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출
원발명의 명세서에 국소적 투여가 전신 투여에 비하여 특별한 작용효
과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바,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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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리미디펜이 조성물 중 체외기생충에 대해 유일한 활성 화합물이라고
한정한 점(차이점 2) 관련, 선행발명의 원문에 기재된 다니(ダニ)가 진
드기류를 총칭하는 것인지, 혹은 농원예용 응애류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관련, i) 선행발명에서 참조하라고 명시한 문헌들이 농원예용 살충제 매
뉴얼 및 농약 관련 문헌이고, ii) 선행발명이 농원예용 살충제에 관한 발
명이라는 점 및 iii) 선행발명에 달리 피리미디펜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에서 ‘다
니(ダニ)’는 농원예용 진드기류(ダニ類), 즉 응애(ハダニ)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에 ‘에티프롤’이 ‘마다니(マダニ)’에는 살충효과가 있으나, 오히
려 응애(ハダニ) 등 농원예용 진드기류(ダニ類)에는 살충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04])과, 선행발명의
발명의 핵심이 농원예용 진드기류에 살충효과가 없는 ‘에티프롤’을 ‘피
리미디펜’과 혼용하면 약제저항성이 발달한 응애류에 대해서도 각각의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에티프롤이 활성화합물이고
피리미디펜은 보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서,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피리미디펜이 가축 등에 기생하는 진드
기(tick)에 대해서까지 살충효과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피리미디펜이 포유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 벼룩 또는 파리의
방제에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알려져 있
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특허문헌들은 주지관용기술임을 뒷받
침하여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선행문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채용할 수 없다.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피리미디펜이 조성물 중 체외
기생충에 대해 유일한 활성 화합물이라고 한정한 점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으
나 차이점 2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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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벼룩, 진드기 또는 파리인 체외기생충에 의해 본 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殺ダニ劑) 조
감염된,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에서, 성물 또는 약제 저항성 진드기류(ダニ類) 방제
상기 치료방법이 5-클로로-N-[2-[4-(2-에톡시에 방법은 예를 들면 수의약 혹은 축산업의 분야
틸)-2,3-디메틸페녹시]에틸]-6-에틸-4-피리미딘 또는 공중위생 유지의 분야에서 동물, 특히
아민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사람이 아닌 온혈 척추동물, 예를 들면 인체 또는 가축,
포유동물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함을 포함하고, 여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말, 돼지, 닭, 개 또는
기서, 상기 체외기생충이 부필루스 종(Boophilus 고양이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에 대해서 사용할
spp), 리피세팔루스 종(Rhipicephalus spp), 더마 수 있다([0026]).
센터 종(Dermacentor spp), 히알롬마 종(Hyalomma
spp), 암블리옴마 종(Amblyomma spp), 오토비 피리미디펜((ISO명, 화학명: 5-클로로-N-{2-[4-(2우스 종(Otobius spp), 오르니토도로스 종 에톡시에틸)-2,3-디메틸페녹시]에틸}-6-에틸
(Ornithodoros spp), 다말리니아 종(Damalinia 피리미딘-4-아민)([0002]). 동물에서의 진드기
spp), 스토목시스 종(Stomoxys spp), 보비콜라 의 방제는 예를 들면 경구투여 또는 동물로의
종(Bovicola spp) 및 크테노세팔리데스 종 살포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0026]).
(Ctenocephalides spp)으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이 소, 양, 염소, 돼지, 그 진드기류로서는 마다니류(예를 들면
개, 고양이 및 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Ixodes 종(마다니), Boophilus 종(예를 들면
상기 5-클로로-N-[2-[4-(2-에톡시에틸)-2,3-디 Boophilusmicroplus), Amblyomma 종 ,
메틸페녹시]에틸]-6-에틸-4-피리미딘아민이 상 Hyalomma 종(치마다니), Rhipicephalus
기 조성물 중 체외기생충에 대해 활성인 유일한 종(예를 들면 Rhipicehalus appendiculatus(이
화합물인,

에다니)), Haemaphysalis 종, Dermacentor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치료방법

종, Ornithodorus 종(예를 들면 Ornithodorus
moubata) 및 그 외의 진드기류(예를 들면
Damalinia

종(Dermahyssus

gallinae),

Sarcoptes종(옴)(예를 들면 Sarcotes scabiei), Psorotes 종, Chorioptes 종, Demodex
종(모낭충),
Eutrombicula 종) 등을 들 수 있다([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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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펜피로키시메이트, 테브펜피라드, 피리다벤,
페나자퀸 또는 피리미디펜 등의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와 에티프롤을 병용하는 것에
의한, 약제 저항성 진드기류의 방제 방법을
제공한다([0022]).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은 농원예용 살응애(mites)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곤
충(벼룩 및 파리)도 방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곤충(벼룩 및 파리)을 방제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선행발명은 하나는 에티프롤이고, 다른 하나는 피리미디펜과 같이 미토콘드리아 전자전
달 저해제로 알려진 물질들 중 하나인, 2가지 활성 물질들을 사용하여 식물에서 응애류
를 방제하는 발명에 대한 것으로, 곤충(벼룩 및 파리)을 방제하는 것은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응애와 곤충(벼룩 및 파리)은 생물분류학상 매우 상이한 생물이고, 살충제는
높은 종 선택성이 요구되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드기뿐만 아니라 곤충(벼룩, 파리)도
방제하기 위해 피리미디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
3. 응애와 곤충은 구조 및 대사작용이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응애를 방제
하기 위한 살응애제는 곤충에 대한 방제효과가 열악하고, 곤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
는 응애에 대한 방제효과가 열악한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은 진드기뿐만
아니라 곤충(벼룩 및 파리)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선행발명에는 사람이 아닌 포유동
물에서 진드기 및 곤충(벼룩 및 파리)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는 점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효과이다.

◈ 피고 주장
1.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개의 발명이 함께 존재하는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은 그 선택적
구성요소들 사이에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바, 그 각각의 발명의 목적을 살
펴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목적”이란 고려 대상이 아님
2.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3에 ダニ가 tick과 mit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ダニ가 mite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행발명의 식별번호 [0026]의 마
지막 문장은 “동물에 있어서 응애의 방제”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앞의 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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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참진드기류(Ixodes 종) 등과 부합하지 않으며, 갑 제6호증에도 ダニ類의 예로
tick 종류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선행발명에 기재된 “ダニ”는 진드기가 아니라 응애로
번역되어야 한다.
3. 선행발명에서 살충제 효과를 암시하고 있고(식별번호 [0002]), 피리미디펜이 집파리에
대해서 방제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으며(을 제18호증), 피리미디펜이 노린재
목, 나비목, 진딧물, 딱정벌레목, 나방 등의 곤충에 대해 살충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알려
져 있었다는 점(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
로부터 피리미디펜이 벼룩 또는 파리에 활성을 가진다는 점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o 선행발명의 개시 범위와 관련하여, 원문의 “ダニ”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진드기’라고 해석
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선행기술문헌이 전체적으로 농원예용 조성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응애’라고 해석하였음. (IP5 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전부에서 이 사
건 제1항과 동일하거나 더 넓은 청구범위에 대해 특허등록되었고, 특히 EPO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에서 이 사건 선행발명이 선행문헌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등록되었다는 점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o 피리미디펜이 유일한 활성 화합물인지와 관련하여, 선행발명의 식별번호 [0004]의 기재로
인해 피리미디펜이 활성 화합물일 것이라는 추정이 약화된 점이 특허심판원과 법원 판단
의 판단 차이의 주된 이유라고 보임.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물의 체외기생충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농
업용 살충제가 거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억제제의
항진드기 및 항벼룩 특성을 이용하여(식별번호 [0006]) 체외기생충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식별번호 [0017]), 비교대상
발명은 피리미디펜 등의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METI)와 에티프롤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원예용 살진드기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
해 진드기류를 방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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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억제
제(또는 저해제)의 항진드기 특성을 이용해 동물의 체외기생충인 진드기류 등을 방
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벼룩, 진드기 또는 파리인 체외기생충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5-클로로-N-[2- [4-(2-에톡시에
틸)-2,3-디메틸페녹시]에틸]-6-에틸-4-피리미딘아민(이하에서 이 물질의 약품명인 ‘피
리미디펜’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여기서 체외기생충은 “부필
루스 종(Boophilus spp)”을 포함한 11종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은 “소, 양”을 포함한 7종의 동물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이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피리미디펜은 조성물 중 체외기생충에 대해 유일한
활성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하 ‘구성 4’라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살핀다.
(가) 구성 1 :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국소적으로 투여
구성 1은 “고벼룩, 진드기 또는 파리인 체외기생충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에서, 상기 치료방법이 5-클로로-N-[2- [4-(2-에톡시에틸)-2,3-디
메틸페녹시]에틸]-6-에틸-4-피리미딘아민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사람이 아
닌 포유동물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
발명은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와 에티프롤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농원
예용 살진드기제를(식별번호 [0007]) 동물, 특히 온혈 척추동물에 사용할 수 있고(식
별번호 [0026]), 동물에서의 진드기 방제를 위해 동물에 경구 투여하거나 살포한다
(식별번호 [0027])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살펴보면, ① 구성 1에서 고벼룩, 진드기 등의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피리미디
펜을 포함한 조성물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는 미토콘드
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를 함유한 것인데(식별번호 [0007]),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전
자 전달 저해제로는 “펜피로키시메이트, 테브펜피라드, 피리다벤 및 피리미디펜으
로부터 선택되는 1 또는 2 이상의 화합물”(식별번호 [0007])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는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개 또는 고양이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에 대해서 사용”(식별번호 [0026])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비교
대상발명도 피리미디펜을 함유한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진드기 등에 감염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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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 1과 비교
대상발명은 피리미디펜을 포함한 조성물을 진드기 등의 감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
다는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구성 1의 치료방법은 피리미디펜을 포함한 조성물의 유효량을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에게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 피리
미디펜을 포함한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이용해 수의약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동물
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식별번호 [0026]), 특히 동물에서의 진
드기 방제는 경구 투여나 살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식별번
호 [0027]), 이를 통해 비교대상발명도 피리미디펜이 포함된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동물에 살포함으로써 진드기와 같은 동물의 체외기생충을 방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교대상발명에서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동물에 대해 국소적으로 투여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동물에 대
해 살포한다(식별번호 [0027])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동물의 진드기 감염
부위를 중심으로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살포함으로써 진드기의 감염을 치료할 것
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
제를 동물에 살포할 때, 진드기 방제나 감염 치료에 필요한 정도의 유효량을 살포해
야 한다는 정도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어렵지 않
게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구성 1의 피리미디펜 함유 조성물을
동물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진드기 등의 감염을 치료방법은 비교대상발명에 실질
적으로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유효량을 동물에 대해 국소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진드기 등의 감염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은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2 : 체외기생충의 종류
구성 2는 감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체외기생충의 종류를 한정한 것으로서, “체
외 기생충이 부필루스 종(Boophilus spp), 리피세팔루스 종(Rhipicephalus spp), 더마센
터 종(Dermacentor spp), 히알롬마 종(Hyalomma spp), 암블리옴마 종(Amblyomma spp),
오토비우스 종(Otobius spp), 오르니토도로스 종(Ornithodoros spp), 다말리니아 종
(Damalinia spp), 스토목시스 종(Stomoxys spp), 보비콜라 종(Bovicola spp) 및 크테노세
팔리데스 종(Ctenocephalides spp)으로부터 선택”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에 동물에서의 방제 대상이 되는 진드기류와 관련하여 “Boophilus 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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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Boophilus microplus) Amblyomma 종, Hyalomma 종, Rhipicephalus 종(예를 들
면, Rhipicephalus appendiculatus), Haemaphysalis 종, Dermacentor 종, Ornithodorus 종
및 그 외의 진드기류”(식별번호 [0026]) 등을 들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구성 2의 체외기생충에 포함되어 있는 부필루스 종, 리피세팔루스 종, 더마센
터 종, 히알롬마 종, 암블리옴마 종, 오르니토도로스 종이 비교대상발명에도 동일하
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은 체외기생충을
방제의 대상으로 부필루스 종 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구성 3 :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종류
구성 3은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이 소, 양, 염소, 돼지, 개, 고양이 및 말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데, 이와 대응되게 비교대상발명에서도 농원예용 살
진드기제를 “소, 양, 염소, 말, 돼지, 닭, 개 또는 고양이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에 대해
서 사용할 수 있다”(식별번호 [0026])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은 피미리디펜 함유 조성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동물로 소, 양 등을 동일
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라) 구성 4 : 조성물의 특징
구성 4는 “5-클로로-N-[2- [4-(2-에톡시에틸)-2,3-디메틸페녹시]에틸]-6-에틸-4-피
리미딘아민이 상기 조성물 중 체외기생충에 대해 활성인 유일한 화합물”이라는 것
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은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와
에티프롤을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원예용 살진드기제 조
성물”(식별번호 [0007])에 관한 것으로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가 피리미
디펜에 해당함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살펴보면, 구성 4는 체외기생충에 대해 활성인 유일한 화합물이 피리미디펜인
데 비교대상발명은 피리미디펜과 에티프롤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께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에 포
함된 에티프롤과 관련하여 “농약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는 알란 우드의 웹사이트에
있어서도 에티프롤은 살진드기제로서는 분류되어 있지 않는다”(식별번호 [0004])고
하면서, “농원예용 진드기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살진드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에
티프롤”(식별번호 [000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에 “본 발명은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의 농원예용살진드기 작용 증강을 위한 에티프롤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즉 에티프롤의 사용에 따라 농원예용 진기기류에 대한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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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 전자 전달 저해제의 살진드기 효과가 증강”(식별번호 [0024])된다고 기재되
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구체적인 시험예에서 진드기 사
충율과 관련한 시험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피리미디펜을 단독으로 살포한
경우에 진드기 사충율이 최대 95%에서 최소 45%정도 였으나, 에피트롤과 함께 사
용한 결과 100%의 사충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에피트롤을 단독으로 살포한 경우에
진드기 사충율은 0%였는바(식별번호 [0033]), 이를 통해 에피트롤이 진드기에 대한
직접적인 사충 활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리미디펜의 진드기에 대한 사충 활성을
높게 하는 보조적인 활성을 갖는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 중에 포함된 에피트롤은 피리
미디펜의 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뿐, 진드기에 대해 직접적인 활성을 갖는 화
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비교대상발명의 농원예용 살진드기제
에 포함된 피리미디펜만이 진드기에 대해 활성을 갖는 성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
에 불과하다.
(3)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항진드기 및 항벼룩 특성으로 인해 반려동물 및 가축 동
물을 감염시키는 체외기생충을 방제”(식별번호 [0055])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
에 대응되게 비교대상발명도 “동물, 특히 온혈 척추동물, 예를 들면 인체 또는 가축,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말, 돼지, 닭, 개 또는 고양이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에 대해서
사용”(식별번호 [0026])함으로써 동물에서의 진드기 방제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다(식별번호 [0027]).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모두 반려동물(개, 고양이))이나
가축 동물(소, 양, 염소 등)에 감염(기생)된 진드기 등을 방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
로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4) 대비 결과 종합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피리미디펜을 함유
한 조성물을 이용해 소, 양 등의 동물에 감염된 진드기 등을 방제하는 기술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조성물 중에 피리미디펜만을 진드기에
대한유효 성분으로 포함한 비교대상발명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
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바, 결국 이 사건 제
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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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에 관한 것인데, 각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각 대응구성요
소는 아래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3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과 선행발명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진드기와 같은 체외 기생충에 의해 감염된 소, 양, 염소 등의 포유동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위 포유동물에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에는 구성요소 1의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동물에 투여할 때 위 조성물의 유효량을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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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드기뿐만 아니라 곤충(벼룩, 파
리)도 동시에 방제하므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제 대상인 체외 기생충의 종류를
‘벼룩, 진드기 또는 파리’라고 선택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이므
로,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이 ‘벼룩, 진드기 또는
파리’ 중 어느 하나의 방제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1
항 발명에서 큰 진드기(tick)의 일종으로서 방제 대상인 체외 기생충으로 명시한 부
필루스 종(Boophilus spp.), 리피세팔루스 종(Rhipicephalus spp.) 등이 방제 대상으로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방제 대상 중 곤충(벼룩, 파리)과 관련
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방제 대상인
체외 기생충이 부필루스 종(Boophilus spp), 리피세팔루스 종(Rhipicephalus spp), 더마
센터 종(Dermacentor spp), 히알롬마 종(Hyalomma spp), 암블리옴마 종(Amblyomma
spp), 오르니토도로스 종(Ornithodoros spp), 다말리니아 종(Damalinia spp) 등으로부터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피리미디펜이 체외 기생충 치료 조성물
중 체외 기생충에 대하여 유일한 활성을 보이는 화합물’인데 반하여, 선행발명의 대
응구성요소는 ‘체외 기생충을 방제하는 유효성분이 피리미디펜과 에티프롤의 화합
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갑 제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유효량만큼
투여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관하여 본다. 특정 활성을 가지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
성물을 살균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활성의 화합물이 목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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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도에 맞게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양, 즉 유효량을 대상물에 적용하여
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피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동물
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의 살진드기제와 같은, 체외 기
생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를 포유동물에 살포할 때, 해당 살충제는 대상 포유동
물의 전신에 살포하여야 효과가 좋다는 등의 기술상식 내지 관련 자료가 알려져 있
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방제 내지 치료 부위를
중심으로 살포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피
리미디펜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동물에 국소적으로 투여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전신으로 투여하는 것에 비하여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에 특별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중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를 포유동물에 살포한다’는 취지의 기재(을 제3호
증의 문단번호 [0026])에는 살진드기제를 포유동물의 방제 내지 치료 부위를 중심으
로 국소적으로 살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차이점 2
선행발명(을 제3호증)에는 피리미디펜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을 저해
하는 작용기전을 통하여 살진드기(殺ダニ)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하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라 한다)이 명시되었다(문단번호 [0002]). 그러나 을 제3 내지
6, 10, 11, 13, 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다니(ダニ)는 일반적으로 진드기류를 총칭하는 일본어 단어이고(을 제4호증),
동물분류학적으로도 진드기(Arcarina)는 크게 ‘큰 진드기(tick)’와 ‘좀 진드기 또는 응
애(mite)’로 분류되며, 통상 ‘진드기’라고 하면 오히려 큰 진드기를 의미한다(을 제5,
6호증). 또한, 선행발명에서도 ‘다니(ダニ)’를 ‘응애(ハダニ, mite)’ 및 ‘마다니(マダ
ニ, tick)’와 구별하여 주로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선행발명에서는 ‘농원예용 살진드기제(殺ダニ.)’나 ‘농원예용 진드기류(ダニ
類)’라는 표현과 같이 실질적으로 응애류를 가리킬 때도 ‘다니(ダニ)’라는 표현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행발명에서 ‘다니(ダニ)’라는 단어가 진드기류를 총칭하
는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응애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위 단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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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문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의 의
미를 살펴본다. 선행발명에서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에 관하여 참조하라고 명시한
문헌은 농원예용 살충제 매뉴얼인 ‘The Pesticide Manual 13th Edition 2003’이고, 피리
미디펜의 작용기전에 관하여 참조하라고 명시한 문헌 역시 ‘日本農....’에서 발간한
‘日本の農..開. １.２ ミトコンドリア電子.達阻害.’라는 농약 관련 문헌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선행발명이 농원예용 살충제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 및 선행발명에 선행
발명의 쟁점 기재 외에 달리 피리미디펜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
는 점을 보태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에서 ‘다니(ダニ)’를
농원예용 진드기류(ダニ類), 즉 응애(ハダニ)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선행발명에 ‘에티프롤’이 크기가 큰 ‘마다니(マダニ)’에는 살충효과가 있
으나, 오히려 크기가 작은 응애(ハダニ) 등 농원예용 진드기류(ダニ類)에는 살충효
과가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또한, 선행발명은 농원예용 진드기류에 살충효과가
없는 ‘에티프롤’을 ‘피리미디펜’과 혼용하면 약제저항성이 발달한 응애류에 대해서
도 각각의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
을 발명의 핵심으로 하므로, 선행발명에서 ‘피리미디펜’과 ‘에티프롤’의 혼합물을
동물에 기생하는 마다니(マダニ)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통상의 기
술자로서는 이러한 기재로부터 마다니(マダニ)류 등에 대해서 살충효과가 없는 ‘피
리미디펜’을 그에 대하여 살충효과가 있는 ‘에티프롤’과 혼용함으로써 ‘에티프롤’의
살충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통
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쟁점 기재나 선행발명의 다른 기재를 보고 피리미디펜이
농원예용 살진드기제로서 효능, 즉 응애에 대한 살충효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보다 크기가 큰 ‘다니(ダニ)’ 즉, 가축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tick)에 대해서까지 살충
효과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해서 피고는, 농약 분류에 관한 알란 우드의 웹사이트에서도 피리미딘
아민계 살진드기제(acaricide)로서 피리미디펜을 언급하였고(을 제13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 전에 공지된 선행문헌(을 제19호증)에도 피리미디펜이 모기, 빈대, 이 또는
진드기 목의 구성원(응애 또는 진드기) 등 체외 기생충에 대한 살충효과가 있음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피리미
디펜이 진드기(tick)에 대해서 살충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란 우드의 웹사이트는 원고 주장과 같이 농약 분류에 관한 사이트이므로 그 사이
트에서 말하는 살진드기제(acaricide)가 농원예용 진드기(mite) 살충제뿐만 아니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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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기생하는 진드기(tick)의 살충제까지 포함하는 의미하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9호증[2005. 8. 4.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제2005/169971호에 게재된 ‘맛이 숨
겨진 가축병 치료와 관련된 고체 조성물(Tasted masked veterinary solid compositions)’
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이유 및
이 사건 심결에서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선행문헌이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
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
는 근거자료로 채용할 수는 없다[을 제19호증이 미국 특허공개공보인 점에 비추어
을 제19호증이 피리미디펜이 진드기(tick)에 대해서 살충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 사
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관용기술임을 뒷받침하여 선행
발명을 보충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선행발명은 피리미디펜을 에티프롤과 병용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이어서 이러한 발명의 현저한 살진드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는
피리미디펜을 에티프롤과 병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는 실험을 할 것이
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리미디펜만으로도 포유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대하여 활
성을 가진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피리미디펜이 응애에 대해서 살충 효과가 있고, 에티프롤
은 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대해서만 살충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
로, 피리미디펜과 에티프롤을 병용하여 포유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방제하려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주된 방제효과가 에티프롤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실험을 한다거나 피리미
디펜이 포유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대하여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
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검토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
복할 수 있으나 차이점 2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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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허7326 거절결정(특) 2018. 9. 2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단위 용량 패키지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7017414

2016원2902

관련번호

<진보성>
쟁점사항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이 선행발명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1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2
◦ ① 비교대상발명 2에도 투여량 및 투여 간격과 관련하여 ‘투여량
및 간격은 조절효과 또는 최소 유효농도(MEC)를 유지하기 위해 충
분하게 활성성분의 혈장농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기
재를 참작하여 투여량 및 투여 간격을 조절하여 보고, 이 중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조합을 선택하여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 ② 비교
대상발명 2의 실시예에서도 부프로피온 200 ㎎을 투여하고, 임상

심결요지

결과에 기초하여 부프로피온을 300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각
개체의 체중이 매 6개월에 초기 체중의 10% 비율로 감량이 되도
록 투여량을 조절하였음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 및 ③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투여량 및 투여 간격을 한정함에 따라 통
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실험 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하여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명세서에는 유효성분의 조합이나 투여용법․용량도 전혀 특
정하지 않고,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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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도저히 제1항 발명이 특
정한 투여용법․용량에 의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
지된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는 온전히 유지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증
진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투여용법․용
량을 찾는 것은 이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여용법․
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발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행발명 2도 부작용 감소를 해결과제로 하고 있
어서 이러한 효과가 선행발명 2와 대비해서 이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 갑 제6~8호증은 위약을 투여 받은 대조군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률
이 낮고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는 다른 투여용법․용량과 대비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갑 3호증)
구성 1
(유효 성분)

구성 2
(투여용법 및
용량)

선행발명 2
(을 3호증)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포함하는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포함
의약품
상기 의약품이 제1 주에는 제1 양,
부프레피온을 처음에는 투여량을 하
제2 주에는 제2 양, 제3 주에는 제3
루 200 mg으로 100 mg 씩 하루 2회로
양 및 제4 주에는 제4 양으로 환자에
하고, 임상결과에 기초하여, 하루 300
게 제공되며,
mg으로 100 mg 씩 하루 3회로 증가시
상기 제2 양은 상기 제1 양의 2배이
킬 수 있다.
며, 상기 제3 양은 상기 제1 양의
부프로피온은 30 mg 내지 300 mg의
3배이고, 상기 제4 양은 상기 제1
범위에서 투여될 수 있으며, 날트렉손
양의 4배이고,
은 5 mg 내지 50 mg의 범위에서 투여
상기 제1 양은 부프로피온이 90mg
될 수 있다
이고, 날트렉손이 4mg 또는 8mg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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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갑 3호증)

선행발명 2
(을 3호증)

비만 치료; 또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금연 관련 체중 증가 및
구성 3
(의약용도)

정신치료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체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의 약학적 조성
중 증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물
택된 비만 관련 상태의 치료에 사용
하기 위한 의약품

◈ 원고 주장
◦ 선행발명 1 또는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이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와 같은 투여방식은 종래 비만치료제나 종래
기타 약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투여방식이고, 선행발명 1 또는 2에 비해 부작
용은 감소되고, 환자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하여 치료 효과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예
상외의 효과가 있다.

◈ 피고 주장
◦ 선행발명 2에도 부프로피온은 30 mg 내지 300 mg의 범위에서 투여될 수 있으며,
날트렉손은 5 mg 내지 50 mg의 범위에서 투여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효
과, 부작용과 불안, 우울 등의 안정성 및 내성을 모니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부푸
레피온 부작용을 줄여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행발명 2에 제시된 투여용량의 범주
에서 투여용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 부프레피온 및 날트렉손은 오심 등의 부작용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두 성분의 투여
용량의 조절로 감소될 수 있음은 주지의 기술(을 제7호증)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단식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투여용법은 주지의 기술이다
(을 제6호증).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전혀 기재되
어 있지 않고, 갑 제6호증은 플라세보군과 비교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계
단식으로 투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나타
낸다는 어떠한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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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29조제2항을 충족 여부였으나,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 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날트렉손 및 부프로피온의 조합물의 용량을 초
기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후속 투여 도중 유효 유지 용량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킴
으로서 비만 관련 상태를 치료하는데 유용한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
교대상발명 2는 오피오이드 길항제와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체중 감량용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식별번호
[0007], 청구항 1 및 9 참조), 오피오이드 길항제와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체중 감량용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유효
성분의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을 조절함으로서 치료 효과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정확한 제형, 투여경로, 용량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의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선
택될 수 있다(식별번호 [0121] 참조)’, ‘투여량 및 간격은 조절효과 또는 최소 유효농
도(MEC)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게 활성성분의 혈장농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조
절될 수 있다. MEC는 각 화합물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시험관내 데이터로부터 예측
될 수 있다. MEC를 얻기 위해 필요한 유효량은 개체의 특성 및 투여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HPLC 분석 또는 생물학적 정량(bioassay)를 사용하여 혈장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은 MEC 수치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조성물은 시
간의 10~90%, 바람직하게는 30-90%, 더욱 바람직하게는 50~90% 동안 MEC 이상으
로 혈장 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여량으로 투여되어야만 한다(식별번호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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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0125] 참조)’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 2 또한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을 조절함으로서 치료 효과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하는 목적이 내
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효성분이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이고, 대상 질병이
‘비만’이며,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을 ‘제1 주에는 제1 양, 제2 주에는 제2 양, 제3
주에는 제3 양 및 제4 주에는 제4 양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며, 상기 제2 양은 상기
제1 양의 2배이며, 상기 제3 양은 상기 제1 양의 3배이고, 상기 제4 양은 상기 제1
양의 4배이고, 상기 제1 양은 부프로피온이 90 ㎎이고, 날트렉손이 4 ㎎ 또는 8 ㎎’
으로 한정한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 또한 유효성분이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이
고, 대상 질병이 ‘체중 감소’이므로(청구항 1 및 9, 실시예 5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유효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의약용도를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
발명 2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한
양태에서, 약제학적 제형의 단위 용량 팩키지는 제1 약물과 제2 약물을 포함하는 제
1 단위 용량과, 제1 약물과 제2 약물을 포함하는 제2 단위 용량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2 단위 용량은 제1 단위 용량과는 상이한 양의 제2 약물을 포함하며, 단위
용량 팩키지는 제1 단위 용량과 제2 단위 용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특정 양태에
서, 제2 단위 용량은 제1 단위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제2 약물을 포함한다. 특정
양태에서, 제1 약물 또는 제2 약물은 항우울제를 포함한다. 특정 양태에서, 항우울제
는 부프로피온을 포함한다(제47면, 제6행 내지 제13항 참조)’, ‘특정 양태에서, 상기
단위 용량 팩키지는 제3 단위 용량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3 단위 용량은 제2
용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제2 약물을 포함한다. 특정 양태에서, 단위 용량 팩키지를
제공하는 단계는 당해 단위 용량 팩키지로부터 제1 용량 및 제2 용량을 꺼내는 단계
를 포함한다. 특정 양태에서, 단위 용량 팩키지를 제공하는 단계는 제1 약물과 제2
약물을 포함하는 정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정제는
복수개의 층을 포함한다. 특정 양태에서, 상기 정제는 3층 정제이다(제49면 제2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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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50면 제6행 참조)’ 및 ‘본 발명에 이르러 환자에서의 잠재적인 초기 부작용
을 감소, 최소화 및/또는 제거하면서, 유효량의 약제학적 제형, 바람직하게 체중 감
량 제형을 투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용어로, 당해 방법 및
시스템은 투여 과정 중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양태에서, 2개 약물의 체중 감량 제형 중 한 약물의
용량을 초기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후속 투여 도중 유효 유지 용량으로 점진적으로
증량시킨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부작용은 감소되고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
하며, 이로써 치료 요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식별번호 [0010] 참조)’와 같이 이 사
건 제1항 발명 의약품에 대한 정성적인 효과 또는 특정 양태에 대한 예시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 용법 및 투여 용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는 ‘본 발명의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정확한 제형, 투여
경로, 용량은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의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식별
번호 [0121] 참조)’, ‘정확한 투여량은 약물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약
량에 대한 일부 일반화가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하루 투여량은, 본 발명의 약학적
조성물의 각 성분 또는 자유 염기로서 계산된 바에 의해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이,
예를 들어 경구투여의 경우 0.1~500㎎, 바람직하게는 1~250㎎, 예를 들어 5~200 ㎎이
고, 정맥 내, 피하 내, 근육 내 주사의 경우에는 0.01~100㎎, 바람직하게는 0.1~60㎎,
예를 들어 1~40㎎이며, 조성물이 하루 1~4회 투여된다. 또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연
속적인 정맥 주사에 의해서 투여될 수도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하루에 각 성분이 400
㎎이하의 투여량이다. 따라서 각 성분의 경구 투여에 의한 총 하루 투여량은 일반적
으로 1~2000㎎이고, 비경구 투여량은 보통 0.1~400㎎이다. 적합한 화합물은 연속적
인 치료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일주일 이상 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투여될 수
있다. 투여량 및 간격은 조절효과 또는 최소 유효농도(MEC)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
하게 활성성분의 혈장농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MEC는 각 화합물
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시험관내 데이터로부터 예측될 수 있다. MEC를 얻기 위해
필요한 유효량은 개체의 특성 및 투여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HPLC 분
석 또는 생물학적 정량(bioassay)를 사용하여 혈장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투여 간격
은 MEC 수치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조성물은 시간의 10~90%, 바람직하게는 30-90%,
더욱 바람직하게는 50~90% 동안 MEC 이상으로 혈장 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투
여량으로 투여되어야만 한다(식별번호 [0124] 및 [0125] 참조)’와 같이 기재되어 있
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투여 용량은 바람직하게는 각 성분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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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하의 투여량이며, 이들 화합물의 투여량 및 간격은 조절효과 또는 최소 유효
농도(MEC)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활성성분의 혈장농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서도 날트렉손 50㎎과 부프로피온 200㎎을 투
여하고, 임상결과에 기초하여 부프로피온을 300㎎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개체를
수개월 동안 모니터링하여 각 개체의 체중이 매 6개월에 초기 체중의 10% 비율로

감량이 되도록 투여량을 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실시예 5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발명 2에도 투여량 및 투여 간
격과 관련하여 ‘투여량 및 간격은 조절효과 또는 최소 유효농도(MEC)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게 활성성분의 혈장농도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라고 기
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기재를 참작하여 투여량 및
투여 간격을 조절하여 보고, 이 중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조합을 선택하여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2의 실시예에서도 부프로피온 200 ㎎을 투여하고,
임상결과에 기초하여 부프로피온을 300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각 개체의 체중
이 매 6개월에 초기 체중의 10% 비율로 감량이 되도록 투여량을 조절하였음이 개시
되어 있다는 점, 및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투여량 및 투여 간격을
한정함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실험 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
부터 용이하게 생각하여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효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와 같은 투여 스케줄을 갖는
의약품은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상품명 : CONTRAVE®)로 FDA의 승인을 받았고, 현
재 시판 중에 있으며, CONTRAVE® 제품의 승인을 위해 미국 FDA에 제출한 참고자
료 3에 따르면, 최종 16mg 날트렉손/360mg 부프로피온을 투여한 군과 최종 32mg 날
트렉손/360mg 부프로피온을 투여한 군에서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나타낸 참가자
들의 비율은 각각 39% 및 48%인 반면, 플라시보군에서는 16%였으며,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나타낸 참가자들의 비율은 각각 20% 및 25%인 반면, 플라세보군에서
는 7%로서, 2개의 조합군에서 플라세보군에 비해 현저히 큰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
으며, 상기 2개의 조합군은 플라세보군에 비해 허리 둘레, 인슐린 저항성, 및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고민감성 C-반응성 단백질 수준에 있어서 현저한 개
선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심장대사 위험 인자에 있어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
므로, 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CONTRAVE® 제품의 승인을 위해 미국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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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참고자료 3의 임상실험은 대조군으로서 플라세보군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효과는 플라세보군 대비 효과일 뿐,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실시예 5에 따른
의약품 대비 효과라 볼 수 없고, 설령, 실시예 5에 따른 의약품 대비 효과라 하더라
도 이와 같은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약품이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리
결국, 투여 용량 및 투여 간격에 다른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하여 도출해 낼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구성상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효과의 현
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하겠다.

□ 특허법원의 판단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
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
2702 판결 참조).
2)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차이
가) 구성요소 1 및 3
제1항 발명은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포함하는(구성요소 1), 비만 치료 또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금연 관련 체중 증가 및 정신치료 약물의 사용과 관련
된 체중 증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비만 관련 상태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
한(구성요소 3) 의약품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제1화합물 및 제2화합
물을 포함하는 체중감량용 조성물’(청구항 1)이라는 내용과 ‘제1화합물은 날트렉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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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제2화합물은 부프로피온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청구항 9)이라는 내
용을 개시하고 있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모두 부프로피온 및 날
트렉손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만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제1주에는 제1양, 제2주에는 제2양, 제3주에는 제3양 및 제4주에
는 제4양으로 환자에게 제공되고, 제2양은 제1양의 2배이며, 제3양은 제1양의 3배이
고, 제4양은 제1양의 4배이며, 제1양은 부프로피온이 90㎎이고 날트렉손이 4㎎ 또는
8㎎’이라는 기술구성인데, 이는 결국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각각 제1주에는 90
㎎ 및 ‘4㎎ 또는 8㎎’으로, 제2주에는 180㎎ 및 ‘8㎎ 또는 16㎎’으로, 제3주에는 270
㎎ 및 ‘12 또는 24㎎’으로, 제4주에는 360㎎ 및 ‘16 또는 32㎎’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실시예 7로서 ① ‘그룹 3: 부프로피온-SR 150㎎
경구 1일2회(BID) + 날트렉손 50㎎ 경구 1일 1회’라는 내용과 ② ‘부프로피온은 30
㎎ 내지 300㎎의 범위에서 투여될 수 있다’는 내용 및 ③ ‘날트렉손은 5㎎ 내지 50㎎
의 범위에서 투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다) 차이점
선행발명 2는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앞서 본 것처럼 부프로피온 및 날트
렉손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만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는 실
질적으로 동일하나, 위와 같이 ‘부프로피온 150㎎ 1일 2회, 날트렉손 50㎎ 1일 1회’
투여하는 등으로 그 투여용법(투여주기) 및 투여용량에서만 차이가 있다. (다만, 구
성요소 2가 제1주 내지 제4주 동안 각 주에 제1양 내지 제4양을 투여한다고 개시하
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1양 내지 제4양이 1일 총 투여량인지, 1주 총 투여량
인지, 또는 1회 투여량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선행발명 2가 제1항 발명과 대비
하여 위와 같이 투여용법․용량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구역질
과 오심이라는 부작용을 저감하는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
래와 같다.
(1)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질적인 효과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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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명세서 중 다음의 기재들로부터 제1항 발명이 부작용 저감의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① ‘특정 약제를 유지 용량(full dosage)으로 투여하는 경우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유지 용량의 지시된 약물에 견딜 수 없을 지
도 모른다. 이렇게 견디지 못함(intolerance)으로 인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에 이르거
나 유효 투여량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조급하게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우울
제와 병용하여 항경련제를 투여함으로써 체중 감량에 증강된 효과를 갖는 배합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위 항경련제의 투여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초기 부작용은 반드
시 감소되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항우울제와 병용한 오피오이드 수
용체 길항제의 투여가 체중 감량에 증강된 효과를 갖는 배합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오피오이드 길항제의 투여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반드시 감소되거나 제
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재(식별번호 [0008])와 ② ‘본 발명에 이르러 환자에서
의 잠재적인 초기 부작용을 감소, 최소화 또는 제거하면서, 유효량의 약제학적 제형,
바람직하게 체중 감량 제형을 투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용
어로, 당해 방법 및 시스템은 투여 과정 중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양태에서, 2개 약물의 체중 감량
제형 중 한 약물의 용량을 초기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후속 투여 도중 유효 유지 용
량으로 점진적으로 증량시킨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부작용은 감소되고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하며, 이로써 치료 요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는 기재(식별번호
[0010])가 그것이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①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제1항 발명의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의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항우울제 및 오피오이드 수용체 길항제의 조합, 항경련제 및 오피오이
드 수용체 길항제의 조합 등 광범위한 약물들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갑 제3
호증, 17~31면), 투여용량 및 투여용법도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갑 제3호증,
42~43면). 그런데 원고가 지적한 위 기재들은 유효성분의 조합이나 투여용법․용량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도저히 제1항 발명이 특정한 투여용법․용량에 의
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지적한 위 기재들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
더라도 이는 ‘부작용이 감소되고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하며 이로써 치료
요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 부작용이 감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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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순응도 및 안락감 증가, 치료 요법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불과
한데, 공지된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는 온전히 유지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한 투여용법․용량을 찾는 것은 이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반적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투여용법․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발휘
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또한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1차 종료점은 16주에 체중의 베이스라인으로
부터의 백분율 및 절대적인 변화이다. … 부작용(adverse events), 실험 매개변수
(laboratory parameters), 중대신호(vital signs) 및 병원용 불안 및 우울 척도(HAD scale)
는 안전성 및 내성을 모니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재(을 제3호증, 식별번호
[0255])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2도 부작용 감소를 해결과제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효과가 선행발명 2와 대비해서 이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약효
증대(체중 감량)와 복약 순응성 향상에 관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제1항 발명을 구현한 의약품(CONTRAVE®)이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된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위 의약품이 여러 비만 치료제 중 미국
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
증 내지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갑 제6~8호증의 기재들에 의하면, 1일 부프로피온 90㎎ 및 날트렉손
8㎎ 또는 4㎎을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여 4주에 걸쳐서 증량하여 부프로피온 360㎎
및 날트렉손 32㎎ 또는 16㎎의 유지 용량에 도달하는 투여용법으로 복용한 비만 환
자들이 위약을 투여 받은 대조군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는 다른 투여용법․용량과 대비한 효
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의약품(CONTRAVE®)이 상
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또, 제1항 발명에서 특정한 투여용법․용량을 다른 투여용법․용량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는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 분야에서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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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을 거쳐 해당 의약이 적용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2상 임상시험에서 약리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검토함과 아울러 투여용법․용량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의약개발과
정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막연한 주장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선행발명 2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
로서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용량의 차이
점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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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허7890 거절결정(특) 2018. 7. 2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탄화수소 혼합물 및 이의 용도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09-7026545

2016원119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
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비교대상발명 1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화장품 등의 미용 제품
또는 의약 제품에 연화제 또는 흡수촉진제 등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 혼
합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공통점이 있다.
비교대상발명 1의 탄소수 8 내지 40의 선형 탄화수소 및 분지형 탄화
수소 혼합물 중에서 동일한 성질을 갖는 선형 탄화수소만을 선택하고, 이
들 중에서 탄소수가 인접하여 성질이 유사한 홀수 탄소의 조합을 선택하
거나, 비교대상발명 2의 탄소수 7 내지 16의 선형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
서 탄소수가 인접하여 성질이 유사한 홀수 탄소의 조합을 선택하는데 각
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 명세서의

심결요지

어디에도 선형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탄소수 2만큼 차이나는 홀수형 탄
화수소 2개의 조합을 선택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
으므로 탄화수소 혼합물의 조합을 특정함에 따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
의 함량을 각각 0중량% 초과 1중량% 이하로 한정하고,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들의 함량을 탄화수소 총량의
90중량% 이상으로 한정한데 따른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
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함량 차이로 인한 구성
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을 0중량% 이상 1중량%

(청구기각)

이하로 한정한 점(차이점 1), 및 2개의 상이한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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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함량을 탄화수소 혼합물의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을
이루도록 한정한 점(차이점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는 그와 같이 수치한정을 한 이유나 그 기술적 의의에 대해 아무런 기재
가 없고,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한편 선행발명 2는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
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1 중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
을 0%로 한정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11 내지 C21까지의 선형 탄화수소군 중 2개의 상이한 홀수 선
형 탄화수소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 또는 여러 개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으
로 한정한 점(차이점 2)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홀수의 탄소수를 가지는 특정 선형 탄화수소만을 선택해야 할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로부터 선형 탄화수소의 탄소수에 따른 물리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점, ③ 선행발명 2는
n-헵탄, n-옥탄, n-노난, n-데칸, n-운데칸, n-도데칸, n-트리데칸, n-테트
라데칸, n-헥사데칸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중 홀수개의 탄소수를 가진 n-운데칸과 n-트리데칸을 선택하여 탄화수
소 혼합물을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

수소화 과정을 종래(4시간) 보다 연장된 시

량% 이하의 분지형 탄화수소,

간(46시간) 동안 수행하여 수득한 전형적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

인 라놀린 생성물은 n-알칸, 2-메틸알칸,

량% 이하의 불포화 탄화수소, 및 탄소수가 2

3-메틸알칸을 각각 15 내지 45중량%, 예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

컨대 20 내지 40중량%를 포함하고, 라놀

소를 포함하고, 상기 2개의 상이한 선형 탄화

린 탄화수소는 바람직하게는 8 내지 40,

수소가 선형 C11 및 선형 C13 탄화수소, 선

예컨대 12 내지 32의 탄소 원자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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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형 C11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3 및

한다(제3면 제8행 내지 제19행, 제4면 제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5 및 선형 C17

25행 내지 제29행). 실시예에는 C13 내지

탄화수소, 선형 C17 및 선형 C19 탄화수소

C32의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혼합물(n-알

및/또는 선형 C19 및 선형 C21 탄화수소로

칸 28.8중량%, 2-메틸알칸 35중량%, 3-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탄화수소의

메틸알칸 32.5중량%)을 함유하는 라놀린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을 이루는 탄화수

생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소 혼합물

항진균제 및 수용성 필름형성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진균증과
같은 피부병 치료를 위한 손발톱용 조성물
은 모르핀계 및 그 유도체로부터 선택된
항진균제, 수용성 필름형성제, 흡수촉진제,
용매 등의 혼합물일 수 있고(제3면 제9행
내지 제17행), 흡수촉진제로서 지방산, 알
카논 등이 사용되며(제6면 제9행 내지 제
14행), 알카논으로는 n-헵탄, n-운데칸, n트리데칸 등이 있다(제8면 제20행 내지 제
22행).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생태학적으로, 독물학상으로 안정성(또는 안전성)을 가지고, 복
잡한 정제 단계 없이 미용 또는 약학 제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선된 감각 특성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선행발명들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다.
② 선행발명 1에는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선행발명 2는 용도가 상이하므로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가 없고, 결
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안전하면서도 복잡한 정제 단계 없이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개
선된 감각 특성을 가지는 반면, 선행발명들에는 이러한 효과들이 개시되지 않아 효과
의 현저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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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o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선형 탄화수소 조합의 구성을 탄소수가 홀수이면서 2만큼
상이하게 설정하는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없고, 그러한 구성에 수반되는 특별한 효
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필요에 따라 선형 탄화수소의 조합
을 단순히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임
o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화수소 혼합물은 생태학적으로, 독물학상 안전성을 가
지고, 복잡한 정제단계 없이 미용 또는 약학 제형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개선된
감각특성 및 양호한 피부 상용성을 가지는 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 및 지한제/방취제
활성 성분을 가진 안정한 제형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를 제공하고, UV 광차단 필터 및
자가-태닝제와 조합하여 감각상 “가벼운 느낌”을 부여하는 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들에 비해 발명의 목적이 특이하고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
으나,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목적(해결 과제) 또는 효과는 발명자
가 의도하거나 선언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고가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목적’이 그대로 효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
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용 제품 또는 약학 제품 등에 사용되는 ‘가벼운 연
화제’로 알려진 오일체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
이한 탄화수소를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을 구성하는 탄화수소 혼합
물, 이의 용도 및 이를 포함하는 미용 및/또는 약학 제형에 관한 것으로([0001]), 상기
성분들은 석유화학 공정으로부터 분리된 탄화수소로서 독물학상, 생태학상 및 안정
성 문제가 있어, 복잡한 정제 단계 없이 미용 또는 약학 제형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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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상 및 독물학상 문제가 없는 대안적인 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02]~[0004]).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라놀린 탄화수소의 함량이 높은 신규한 환
원 라놀린 생성물, 이의 제조방법, 특히 촉매수소화 방법 및 이의 용도, 특히 국소
제형에서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제1면 제3행 내지 제5행), 탁월한 피부 연화제 특성
을 갖는 라놀린 탄화수소의 함량을 보다 높은 비율로 함유하는 환원된 라놀린, 구체
적으로 라놀린 탄화수소의 함량이 15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75중량%,
특히 바람직하게는 90중량% 이상 포함하는 환원된 라놀린 생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2면 제12행 내지 제36행), 비교대상발명 2는 항진균제 및 수용성
필름 형성제, n-헵탄, n-운데칸 등의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선택된 흡수촉진제 및 용
매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진균증과 같은 피부병 치료를 위한
손발톱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제1면 제3행 내지 제5행, 제3면 제9행 내지 제17행,
제6면 제4행 내지 제8면 제22행), 활성 성분이 손톱을 통해 더 잘 침투되도록 하고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는 손발톱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
면 제28행 내지 제3면 제7행).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화장품 등의 미용
제품 또는 의약 제품에 연화제 또는 흡수촉진제 등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 혼합물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공통점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
량% 이하의 분지형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의
불포화 탄화수소(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탄소수가 2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상기 2개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가 선형 C11
및 선형 C13 탄화수소, 선형 C11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3 및 선형 C15 탄화
수소, 선형 C15 및 선형 C17 탄화수소, 선형 C17 및 선형 C19 탄화수소 및/또는 선형
C19 및 선형 C21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
해 90중량% 이상을 이루는 탄화수소 혼합물(이하 ‘구성 2’라 한다)로 나누어 비교대
상발명 1 및 2와 대비한다.
먼저 구성 1은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의 분지
형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의 불포화 탄화수
소로서, 이와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탁월한 피부 연화제 특성을 지니
고, 항염증제, 장벽 치료, 가려움 방지, 특히 상처 치유 특성을 갖는 환원된 라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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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 중에서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각각 15 내지 45중량%, 예컨대 20 내지 40중
량%의 분지형 탄화수소 즉, 2-메틸 알칸 및 3-메틸 알칸을 들 수 있고(제2면 제12행
내지 제16행, 제4면 제25행 내지 제29행), 비교대상발명 2에는 구성 1에 대응되는 구
성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구성 1의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는 ‘0중량%’를 포
함하고 있어 상기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는 비교대상발명 2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
하지 않으면서 분지형 탄화수소를 0중량% 초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
1의 2-메틸 알칸 및 3-메틸 알칸과 대응되고, 양 대응구성은 분지형 탄화수소를 포함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 1은 분지형 탄화수소가 0중량% 초과 1중량%
이하임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의 분지형 탄화수소는 2-메틸 알칸 및 3-메틸 알칸
각각 20 내지 40중량%, 예컨대 20 내지 40중량%로 그 함량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구성 2는 탄소수가 2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
수소를 포함하고, 상기 2개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가 선형 C11 및 선형 C13 탄화수
소, 선형 C11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3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5 및
선형 C17 탄화수소, 선형 C17 및 선형 C19 탄화수소 및/또는 선형 C19 및 선형 C21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
을 이루는 탄화수소 혼합물이고,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는 탁월
한 피부 연화제 특성을 갖고, 라놀린 탄화수소의 비율이 25중량% 이상 75중량% 이
하, 바람직하게는 75중량% 이상, 특히 90중량% 이상으로 높은, 환원된 라놀린 생성
물(제2면 제12행 내지 제36행)의 성분 중에서 선형 탄화수소인 n-알칸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n-알칸의 함량은 탄화수소 총량에 대하여 15 내지 45중량%, 예컨대 20
내지 40중량%이며, n-알칸으로서 탄소수 8 내지 40, 예컨대 12 내지 32개의 탄소원
자를 포함한다는 기재가 있다(제4면 제25행 내지 제29행).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는
흡수촉진제로서 사용되는 n-헵탄(C7), n-옥탄(C8), n-노난(C9), n-데칸(C10), n-운데칸
(C11), n-도데칸(C12), n-트리데칸(C13), n-테트라데칸(C14), n-헥사데칸(C16) 및 그
혼합물이 기재되어 있다(제6면 제9행 내지 제14행, 제8면 제20행 내지 제22행).
살피건대, 구성 2는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구성 2의 조합 중에서 선형 C11
및 선형 C15 탄화수소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개 이상의 상이한 홀수의 탄
소원자를 갖는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의 조합을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
을 포함하는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의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은 탄소수 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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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 탄소원자 즉, 홀수 및 짝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는
점, 구성 2는 함량 범위가 90중량%임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의 함량은
15 내지 45중량%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 2는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홀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의 조합임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2의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은 탄소수 7 내지 16의 탄소원자 즉, 홀수
및 짝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 흡수촉진제로서 선형 탄화수소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중량%를 포함할 수 있어 구성 2의 함량 범위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탄소수 8 내지 40의 선형 탄화수소 및 분지형 탄
화수소 혼합물 중에서 동일한 성질을 갖는 선형 탄화수소만을 선택하고, 이들 중에
서 탄소수가 인접하여 성질이 유사한 홀수 탄소의 조합을 선택하거나, 비교대상발
명 2의 탄소수 7 내지 16의 선형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탄소수가 인접하여 성질이
유사한 홀수 탄소의 조합을 선택하는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 명세서의 어디에도 선형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탄소수
2만큼 차이나는 홀수형 탄화수소 2개의 조합을 선택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으므로 구성 2의 탄화수소 혼합물의 조합을 특정함에 따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성 2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속하는 제조예
1 즉, 구성 1의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고 구성 2에 해당
하는 선형 C11 탄화수소(n-운데칸) 76중량% 및 선형 C13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n-트
리데칸(C13) 24중량%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 혼합물을 다목적 크림 전체 함량 대비
6중량%의 함량으로 함유하는 크림에 대한 감각 상 숙련된 사람 5명의 패널 시험 결
과 ‘가벼움’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만 나타나 있는데다, C9, C11, C13, C15의 홀수
탄소수를 갖는 탄화수소 및 C10, C12, C14의 짝수 탄소수를 갖는 탄화수소들의 혼합
물을 사용한 제조예 2의 패널 시험 결과가 C11 탄화수소 및 C13 탄화수소의 혼합물
을 사용한 제조예 1과 같이 ‘가벼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탄소수 2만큼 상이
한 홀수형 탄화수소 혼합물의 조합으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도 라놀린 유래 탄화수소의 피부 거칠기와 보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양성 대조군인 미네랄 오일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
로 부드러웠고, 음성 대조군인 실리콘 오일에 비해 2시간 및 4.5시간 이후 피부 거칠
기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제14면 제3행 제18행), 관능 분석 결과 미네랄 오일과
대비할 때 도포 시와 도포 후 모두 선호도가 높았고, 실리콘 오일 대비 선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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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시 낮았으나, 도포 후에는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점과 대비해 보더라도, 구성
2로 인한 연화제로서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현저하다고도 보이지 아니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구성 1의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
화수소의 함량을 각각 0중량% 초과 1중량% 이하로 한정하고, 구성 2의 함량을 90중
량% 이상으로 한정한데 따른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아, 구성 1 및 2의 수치한정
에 따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성 1 및 2의 함량 차이로 인한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목적이 동
일하고, 구성 1 및 2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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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를 0중량% 이상 1중량%이
하로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분지형 탄화수소인 2-메틸 알칸과 3-메틸 알칸을
각각 15 내지 45 중량%를 포함할 뿐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C11부터 C21까지의 선형 탄화수소군 중 ‘2개의 상이한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소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 또는 여러 개의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선형 탄화수소인 n-알칸으로서 탄소수가 8개 내지 40개, 예컨대 12개 내지 32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요소 2의 탄소수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선형
탄화수소가 선택 가능하고,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소로 한정된 것은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을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으
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선형 탄화수소인 n-알칸의 함량이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15% 내지 45%(예컨대 20% 내지 40%) 범위로 한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위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가) 차이점 1, 3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과 달리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을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로 한정하고 있고(차이점 1),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의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과 달리 2개의 상이한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소의 함량을
탄화수소 혼합물의 탄화수소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을 이루도록 한정하고 있다(차
이점 3).

- 302 -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수치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이 수치한정을 한 이유나 그 기술적 의의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단락 [324] 이하의 실시예의 기재로부터도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
발명 2는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1 중 분지형 탄화수소 및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을 0%로 한정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는...(중략)...이 탄화수소 혼합물은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50중
량% 이하, 특히 20중량% 이하, 특히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8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5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3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2중량% 이하, 특히 1중량% 이하의 분지
형 탄화수소를 포함한다(단락 [21] 참조).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는...(중략)...이 탄화수소 혼합물은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50중
량% 이하, 특히 20중량% 이하, 특히 10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8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5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3중량% 이하, 바람직하게 2중량% 이하, 특히 1중량% 이하의 불포
화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탄화수소 혼합물은 탄화수소의 총량
에 대해 0.1중량% 이하, 특히 0.01중량% 이하, 특히 0.001중량% 이하의 불포화 탄화수소를
포함한다(단락 [23] 참조).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는 탄소수가 1 초과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탄화수소 혼합물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2개의 상이한 탄화수소는 탄화수소의 총량
에 대해 바람직하게 80중량% 이상, 특히 90중량% 이상을 이룬다(단락 [25] 참조).
 상기 2개의 상이한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탄화수소인 경우가 특히 바람직하다...
(중략)...바람직한 구현예에서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 70중량% 이
상, 바람직하게 8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 90중량% 이상은 탄소수 n의 탄화수소 및 탄소수
n+2의 탄화수소로 이루어진다(단락 [26] 참조).

나) 차이점 2
선행발명 1이 선형 탄화수소인 n-알칸 중 탄소수 8개 내지 40개, 예컨대
12개 내지 32개 범위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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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C11 내지 C21까지의 선형 탄화수소군 중 2개의 상이한 홀수 선형 탄화수소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 또는 여러 개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홀수의 탄소수를 가지는
특정 선형 탄화수소만을 선택해야 할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선형 탄화수소 혼합물로부터 선형 탄화수소의 탄소수에
따른 물리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점, ③ 선행발명 2는
n-헵탄, n-옥탄, n-노난, n-데칸, n-운데칸, n-도데칸, n-트리데칸, n-테트라데칸, n-헥사데
칸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중 홀수개의 탄소수를
가진 n-운데칸과 n-트리데칸을 선택하여 탄화수소 혼합물을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라놀린을 환원하여 제조한 탄화수소 조성물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실험과 복잡한 정제단계가 필요하므로 구성이 쉽지 않고, 선행발명 2는 손발톱으
로의 흡수 촉진제로서 n-알칸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선형 탄화수소 조합의 구성을 탄소수가 홀수이면
서 2만큼 상이하게 설정하는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없고 그러한 구성에 수반되는
특별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필요에 따라 선형 탄화수소
의 조합을 단순히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② 선형 알칸은 탄소수의 증가에 따라 전형적인
물성의 변화를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분별 증류 등의 기술을 이용해
쉽게 정제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조성물로서의 용도나
산업상 이용분야를 한정함이 없이 탄화수소 혼합물 자체를 기재하고 있고, 선행발명
2의 조성물의 적용대상 부위는 손발톱뿐만 아니라 그 주변 피부도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 또한 연화제 및 운반체의 기능을 하므로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동기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효과에 대한 검토
가) 판 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과 대비되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소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 또는 여러 개의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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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C13, C19, C21 선형 탄화수소가 포함되는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C21이
C11 및 C13과 혼합되는 경우 ‘상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상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혼합물은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화장품이나 약학 제형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는 위 혼합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76중량%의 n-운데칸(선형 C11 탄화수소)
및 24중량%의 n-트리데칸(선형 C13 탄화수소)으로 된 탄화수소 혼합물(제조예 1, 단락
[332] 참조)”과 “C11(선형) 67중량%, C13(선형) 26중량%, C12 4중량%, C14 1.5중량%
및 C9, C10, C15 각 1.5중량%로 된 조성의 탄화수소 혼합물(제조예 2, 단락 [337] 참조)”을
제조한 후 이를 방취제 스틱 제형(사용예 1) 또는 크림 제형(사용예 2)에 사용하여,
방취제 스틱 제형의 경도 및 감각적 특성을 평가하였다{‘경도(압입 깊이)가 0.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감각상 가벼움’으로 평가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사용예
1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도 상승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주장하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사용예 2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5명의 피시험자를 상대로 한 평가시험에 불과하다.
③ 특히 사용예 1, 2는 n-운데칸(C11)과 n-트리데칸(C13)으로 구성된 탄화수소
혼합물을 사용한 것인데, 사용예 1, 2에 사용한 선형 탄화수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탄소수가 가장 작은 조합으로서, n-알칸은 탄소수의 증가에 따라 결합력이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탄소수가 가장 많은 조합(C19, C21)의 탄화수소 혼합물에서도 동일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소수가 2만큼 상이한 홀수 탄소수의 선형 탄화수소
조합’이 한 조합인 경우의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조합인 경우의 구성까지도
그 기술적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예 1, 2의 n-운데칸(C11)과 n-트리데칸(C13)의
단일 조합으로 된 탄화수소 혼합물을 사용하여 측정한 효과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속하는 모든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홀수의 선형 탄화수소의 구성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홀수의 선형 탄화수소로 구성된 혼합물이 짝수의 선형 탄화수소로 구성된
혼합물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는 명세서 기재나 실시례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형 탄화수소의 탄소수를 C2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한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선형알칸의 탄소수 증가에 따라 물성이 일정하
게 변화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22를 포함하는 혼합물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C21까지만 포함하는 혼합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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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화수소 혼합물은 생태학적으로, 독물학상
안전성을 가지고, 복잡한 정제단계 없이 미용 또는 약학 제형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개선된 감각특성 및 양호한 피부 상용성을 가지는 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
및 지한제/방취제 활성 성분을 가진 안정한 제형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를 제공하고,
UV 광차단 필터 및 자가-태닝제와 조합하여 감각상 “가벼운 느낌”을 부여하는 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들에 비해 발명의 목적이 특이하고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①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목적(해결 과제) 또는 효과는 발명자가
의도하거나 선언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는 생태학적으로, 독물학상의 안정성(또는 안전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이 단지 생태학적 및 독물학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안적인 원료를 발견해 내는 것이 발명의 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2호증, 단락 [4] 참조).
② 원고가 주장하는 생태학적으로, 독물학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료를
제공하는 목적은 이 사건 출원발명 뿐 아니라 미용 또는 약학제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으로 생태학적, 독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기재나 자료가
없다. 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촉매를 이용한 수소화 반응(을
제 1호증 6면 1~12행 참조)을 통해 얻은 양털 부산물이고, 생태학적으로나 독물학상으로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료로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화장품 또는 약학 조성물에
사용되고 있다. 선행발명 2 또한 의약품의 용도로 손․발톱 및 그 주변의 피부조직에
사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생태학적으로나 독물학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
③ 복잡한 정제 단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은 이미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으로, 실제로 로션, 크림, 샴푸, 연고
등 많은 화장품 및 의약품 제형으로 사용되어 온 점, 선행발명 2에서 흡수촉진제 조성물의
원료로 언급된 n-운데칸, n-트리데칸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선일 당시에 이미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복잡한 정제단계 없이 미용 또는 약학 제형에서 직접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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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원료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정제와 관련한 목적의
특이성이나 이질적인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개선된 감각 특성 및 양호한 피부 상용성을 가지는 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목적은 화장품 및 의약품 제형 분야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인 점, 선행발명 1의 경우 라놀린 탄화수소 액상 분획을 실험 지원자에
바른 후 감각 특성을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미네랄 오일을 도포한 경우에 비해 감촉
선호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한 점(을 제1호증 16~19면 참조), 선행발명 2 또한
이미 손․발톱 및 그 주변 피부조직에 도포하는 제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이 특이하거나 그 효과가 이질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안정한 제형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의약품 제형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지한제/방취제’로 한정한 것에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없는 이상 제형의
일례로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용도를 한정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벼운 느낌”의
경우, 선행발명 1의 라놀린 탄화수소도 ‘사용감촉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을 제5호증 170면 참조)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유한 목적과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9. 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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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허7937 거절결정(특) 2018. 6. 29.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기억력 개선, 인지기능장애 및 뇌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34274

2016원118

<선행발명의 적격>
쟁점사항

 이 사건의 선행발명 2가 선행발명으로 적격이 있는지 여부
<진보성>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선행발명 1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10호증: 선행발명 1
 갑 제11호증: 선행발명 2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고욤나무 추출물을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용도면에서 선행발명 1과

심결요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된 고욤나무에 대한 최근 보고사항
및 선행발명 2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바,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선행발명 2의 적격 여부
선행발명 2는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ㆍ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한 광고성 글로서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직접 그러한 효과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 등이 함께 게재된

판결요지

것도 아니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청구인용)

전문가 내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
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
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선행발명 1로부터의 진보성 여부
선행발명 1(갑 제10호증)에 ‘고욤나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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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뇌세포 보호작용,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효과 및 뇌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기술상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고욤나무 추출물이
뇌질환 예방 또는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위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

선행발명 1, 2
[선행발명 1]

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 ◦ 본 발명은 고욤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비
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욤나무

뇌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

(Diospyros lotus L.) 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성물.

비만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과
고욤나무 잎 추출물의 치료적 유효량을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에게 투여하여 비만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 고욤나무(Diospyros lotus L.)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낙엽성 식물로 전통의학
에서는 성숙한 고욤 과실을 진정, 진통, 수렴 및 변비
치료에 사용해왔다. 고욤은 지방산, 당, 플라보노이드 및
비휘발성 물질 등의 생화학적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최근에는 혈액의 항응고, 뇌세포 보호 작용,
항산화 및 항암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러한 고욤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욤 과실과 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Moghaddam et al., 2012, Acta Pol Pharm.
69(4):687~92). 그러나 고욤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항비
만 및 체형 개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식별번호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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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발명

선행발명 1, 2
[선행발명 2]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http://blog.naver.com/cngusrma?
Redirect=Log&logNo=40130454315)에 게시된, 감잎차 상
품소개에 관한 글로서, “감잎차는 야생녹차밭에 자생하는 고
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들었습니다.”라는 기재와 그
능에 관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
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2는 제시된 잎이 고욤나무 잎인지 불명확하고, 설사 고욤나무 잎이라 할지라도
보고문서 형태로 단순히 효과를 주장하는 문헌인바 이를 신뢰하여 발명의 기초로 삼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2의 적격과 관련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갑 제10호증)에 ‘고욤나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뇌세포 보호작용,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등 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효과 및 뇌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기술상식이므로, 통상의 기술자
로서는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
2. 선행발명 1의 배경기술을 보더라도 고욤나무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뇌세포 보호작용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 검토 의견
선행발명 2는 네이버 블로그로서 전언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효과에 대한 근거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원에서는 이를 진보성 거절의 문헌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효과가 중요시되는 용도 발명의 경우 선행문헌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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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①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고욤나무 추출물을 효성분으로 포함하
는 식품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용도가 뇌질환 예방 또는 선이지만 선행발명 1은 용도
가 주로 비만 예방 또는 개선이라는 점에서 가 있으나,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의
이러한 용도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된 고욤나무에 대한 최근 보고사항 및 선행발
명 2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선행발명 2의 적격 여부
선행발명 2(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는 ‘야생 녹차밭에 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
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
ㆍ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 인
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타닌2) 성
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린이, 임산부(태아의 골격형성에
도움),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
만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하
였고,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직접 그러한 효과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 등이 함께 게재된 것도 아니
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작성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 내
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
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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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1로부터의 진보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갑 제10호증)에 ‘고욤나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뇌세포 보호작용,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선행발명 1의 기재에 피고 주장과 같이 플라
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효과 및 뇌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
자에게 잘 알려진 기술상식이라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고욤나무 추출물이 뇌질환 예방 또는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
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위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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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허8213 거절결정(특) 2018. 8. 10.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적층 전지, 적층 전지를 포함하는 조립 전지 및 적층전지의 조립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7015383

2016원445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을 제1호증: 선행발명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원통형상의 적층 전지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구성과 효과면을 살펴보면, 세퍼레이터와
양극 및 음극의 상대적인 크기를 한정한 부분에 있어서 ‘세퍼레이터에 있어서
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심결요지

덮여 있다’는 것의 의미는, 제2 전극이 집전체가 관통하는 세퍼레이터의
구멍 둘레의 가장자리보다 집전체 쪽으로 더 나와 있거나, 집전체가 관통하는
세퍼레이터의 구멍 둘레의 가장자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해 구성 3을 세퍼레이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의
외경의 크기와, 그들에 형성되어 있는 집전체가 관통하기 위한 구멍 직경(이하
‘내경’이라 표현한다)의 크기 관계로 표현하면, 구성 3은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 ≦ 제1 전극의 내경’ 및 ‘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
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의 관계를 한정한 것이어서, 구성 3은 비교대상발
명 1과 상이한 구성이라 보기 어렵고 효과 면에서도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이 되는 구성요소 3의 경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일
실시례를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 3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성요소 3-2의 “세퍼레이터에 있어서
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판결요지
(청구기각)

덮여 있고”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보면, 세퍼레이터 내경의 치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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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

선행발명

[구성요소 1] 통형상의 외장체와, 정극과, 부극과, 【0008】부극 단자를 겸하는 유저 원통상 용기 1
상기 정극과 상기 부극 사이에 배치된 세퍼레이 내의 저부에는 절연지 2가배치되어 있다. 전극군 3
터와, 상기 정극, 상기 부극 및 상기 세퍼레이터 은 상기 용기 1내에 수납되고 있다.
를 상기 외장체의 축방향을 따라 관통하고 있는 【0009】상기 전극군 3은 복수(예를 들면 8개)의
도전성을 가지는 집전체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일극성의 원판상 전극(예를 들면 원판상 음극) 4 및
정극, 상기 부극 및 상기 세퍼레이터가 상기 외장 이들의 음극 4 보다 지름이 작은 복수(예를 들면 7
체의 축방향을 따라 적층되어 있고,

개) 타극성의 원판상 전극(원판상 양극) 5를 상기

[구성요소 2]

원판상 양극 5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예를 들면 폴

(구성요소 2-1) 상기 정극 및 상기 부극의 어느 일 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부직포로 이루어지는
방의 전극인 제1 전극이, 상기 외장체의 내면에 원판상 세퍼레이터 6을 개재해 교대로 겹쳐 쌓아
맞닿아, 상기 외장체의 내면과 전기적으로 접속되 한층 더 최상층 및 최하층에 원판상 세퍼레이터 6
어 있는 한편, 상기 집전체와 접촉되어 있지 않 을 배치한 구조를 가진다.
고,

【0010】상기 각 원판상 음극 4는 상기 유저 원통

(구성요소 2-2) 상기 정극 및 상기 부극의 어느 타 상의 용기 1의 내경 보다 근소하게 큰 직경을 가지
방의 전극인 제2 전극이, 상기 외장체의 내면에 고, 상기 전극군 3을 상기 용기 1내에 수납했을 때
접촉되어 있지 않는 한편, 상기 집전체에 맞닿아, 에 상기 각 음극 4의 외주가 상기 용기 1 내면에
상기 집전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각각 접촉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각 음극 4

[구성요소 3]

의 중앙부에는 내경이 후술하는 집전봉의 외경보다

(구성요소 3-1) 상기 세퍼레이터의 외측 가장자리 근소하게 작은 절연 링 7이 각각 파묻히고 있다.
가, 상기 제1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

【0011】상기 각 원판상 양극 5의 중앙부에는 후

(구성요소 3-2) 상기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술하는 집전봉의 외경 보다 근소하게 작은 직경을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가지는 구멍 8이 각각 개구되고 있다. 또, 상기 각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

원판상 세퍼레이터 6의 중앙부에는 후술하는 집전

(구성요소 3-3) 상기 제2 전극의 외측 가장자리 봉의 외경 보다 근소하게 작은 직경을 가지는 구멍
가, 상기 세퍼레이터에 의해 덮여 있고,

9가 각각 개구되고 있다.

(구성요소 3-4) 상기 제1 전극에 있어서의 상기 【0012】정상부에 원주 돌기 10을 가지는 원반상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양극 단자부 11을 가지는 금속제 집전봉 12는 도
세퍼레이터에 의해 덮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전극군 3의 각
는 적층 전지

음극 4의 절연 링 7, 각 양극 5가 구멍 8 및 각 세
퍼레이터 6의 구멍 9를 관통해 삽입되어 한편 그
첨단(하단)이 상기 절연
지 2에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집전봉 12의 상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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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군 3으로의 관통, 삽입에 있어서 상기 집전봉 12
는 상기 각 원판상 양극 4에 직접 접촉해 전기적으
로 접속되어 한편 상기 각 원판상 음극 4에 대해서
그것들 중앙부의 절연 링 7에 따라 전기적으로 절
연된다.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2의 “상기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의 기재에서 ‘덮
여’의 의미가 ‘세퍼레이터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구성요
소 3-1, 3-3, 3-4에도 기재되어 있는 ‘덮여’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종합하면, 구성요소 3은 ‘양극(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 = 제1 전극
의 내경’과 ‘양극(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을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제1 전극, 제2 전극 및 세퍼레이터의 내경 및 외경이
모두 동일한 것을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는 ‘제1 전극이, 상기 외장체의 내면에 맞닿고, 상기 집전체와 접촉되어 있지 않음’
및 ‘제2 전극이, 상기 외장체의 내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는 한편, 상기 집전체에 맞닿
음’으로부터, 제1 전극과 제2 전극은 서로 다른 내경 및 외경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양극(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 = 제1 전극의
내경’ 및 ‘양극(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인 것을 포함
하지 않음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이 나타
내고자 하는 것은 ‘양극(제2 전극)의 내경＜ 세퍼레이터의 내경 ＜ 제1 전극의 내경’
및 ‘양극(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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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극과 세퍼레이터를 교대로 적층하여 전극군을 조립한 후 집전체를 전극군의 구멍에
압입하는 과정(선행발명 1 식별번호 [0020] 참조)에서 선행발명 1은 세퍼레이터 구멍
의 직경이 집전봉의 외경보다 작으므로 세퍼레이터가 집전봉에 의해 잡아당겨져 신장
하게 되고 세퍼레이터는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말려 들어가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개
재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퍼레이터의 구멍의 직경은 전극의 구멍의 직
경보다 크므로, 세퍼레이터는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말려들어 가지 않고 도통 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양 발명은 작용 효과의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상기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
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의 기재에서 ‘덮여’있다
는 의미는 세퍼레이터의 가장자리가 제2 전극에 의해 가려 제2전극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
한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도면 1의 ‘양극(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포함
하는 구성으로서,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
성요소 2는, 제1 전극이 외장체와는 접속되어 있는 반면 집전체와는 접속되어 있지 않
고, 제2 전극은 외장체의 내면에는 접촉되어 있지 않고 집전체에 맞닿아 전지에서 각
각의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해석함에
있어서 i) 구성요소 2의 한정 사항과 ii) ‘덮다’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구성요소 3-2에
의해서는 세퍼레이터의 구멍이 집전체에 접하거나 이보다 큰 구성을 포함하게 됨으로
써 제2 전극에 의해 세퍼레이터의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덮히게 되고, 구성요소 3-4
의 경우에도, 제1 전극이 세퍼레이터에 의해 덮여 있기 위해서는 세퍼레이터가 제1 전
극보다 구멍의 크기가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구성요소 2에 의해 이미 제1 전극은 집
전체에 접하지 않으므로 세퍼레이터의 구멍의 크기도 제1 전극의 구멍 크기에 따라
그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 2와
구성요소 3의 의미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에 의해 적층 전지를 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i) 전지 내 온도 상승 억제, ii) 전지 내 전극 단락 방지 및 iii) 도통
불량 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 특별히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차이점
은 단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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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세퍼레이터의 기본적인 역할로부터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세퍼레이터의 크기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적절히 고려한 판결입니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원통형상의 적층 전지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구성과 효과면을 살펴보면, 세퍼레이터와 양극 및 음
극의 상대적인 크기를 한정한 부분에 있어서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
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다’는 것의 의미
는, 제2 전극이 집전체가 관통하는 세퍼레이터의 구멍 둘레의 가장자리보다 집전체
쪽으로 더 나와 있거나, 집전체가 관통하는 세퍼레이터의 구멍 둘레의 가장자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해 구성 3을 세퍼레
이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의 외경의 크기와, 그들에 형성되어 있는 집전체가 관통
하기 위한 구멍 직경(이하 ‘내경’이라 표현한다)의 크기 관계로 표현하면, 구성 3은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 ≦ 제1 전극의 내경’ 및 ‘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의 외경 ≦ 제1 전극의 외경’의 관계를 한정한 것이어서, 구성 3은 비
교대상발명 1과 상이한 구성이라 보기 어렵고 효과 면에서도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
가 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 특허법원의 판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별번호 [0061]에 “덮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같은 구성을 기재하고 있고,
식별번호 [0062]에는 식별번호 [0061]의 내용을 부연설명하는 “즉,”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세퍼레이터(13c)의 중앙에 설치된 구멍의 직경은 부극(13b)의 중앙에 설
치된 구멍의 직경보다 크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1에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나타내는 실시례만 있을 뿐 어디
에도 ‘제2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실시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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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구성요소 3의 일 실시례를 기재한 것
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 3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성요소 3-2의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
성요소 3-1, 3-3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제2 전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 ＜제1 전극의
외경’[선행발명 1에서는 양극의 외경 ＜ 세퍼레이터의 외경 ＜ 음극의 외경(식별번
호 [0009], 도 1, 2 참조)]으로 공통점이 있으나, 구성요소 3-2, 3-4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 ＜ 제1 전극의 내경’인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양극의 내경= 세퍼레
이터의 내경 ＜ 음극의 내경’이므로(식별번호 [0012], 도 1, 2 참조), 구성요소 3은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이며, 선행발명 1은 ‘양극의 내경 = 세퍼레
이터의 내경’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발명은 세퍼레이터의 내경이 집전체 외경보다 큰 구성이며, 선행발명 1은 세퍼레이
터가 집전봉에 맞닿아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세퍼레이터 내경의 치수에 차이가
있다(이와 같은 구성은 전극과 집전체가 조립된 후의 구성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발명의 제2 전극, 선행발명 1의 세퍼레이터, 양극 5는 모두 집전체의 외경보다 근소
하게 작게 하여 조립 시에 억지끼움이 가능한 치수로 되어 있다).
① 세퍼레이터는 전해액의 보유, 전극 간 열전달 기능도 있기는 하나, 그 명칭에서
도 나타나 있듯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분리하여 절연하는 기능이 주된 것이다.
그 절연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퍼레이터 외경의 최대, 최소 크기는 각각 전지
용기(1) 내면, 양극(5)의 외경이며, 내경의 최대, 최소 크기는 각각 음극(4)의 내경,
양극(5)의 내경이 되어야 한다.
② 전극과 집전봉 및 원통형 용기 간의 도통 여부는 전지 설계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출
원발명에 있어 발명자들이 가장 고심한 것이 ‘도통 불량’이라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의 “또, 세퍼레이터(13c)의 외경은 정극(13a)(제1 전극)의 외경보다 작다.
이 때문에, 정극(13a)과 원통 캔(12) 사이에 세퍼레이터(13c)가 개재하지 않는다. 또
한, 세퍼레이터(13c)의 중앙에 설치된 구멍의 직경은 부극(13b)의 중앙에 설치된 구
멍의 직경보다 크다. 이 때문에, 부극(13b)과 집전체(17) 사이에 세퍼레이터(13c)가
개재하지 않는다.”(식별번호 【0062】)라는기재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별히
현저한 효과로 도통 불량 방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지
내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 및 전극끼리의 단락을 방지하는 것’을 그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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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
제의 해결 수단’ 그 어느 항목에서도 도통과 관련된 효과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
고, 위 명세서 어디에서도 종래 기술인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된 도통 효
과에 대한 구체적 실험 결과나 실시예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
건 출원발명의 발명자가 도통 불량 방지에 주목하였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의 해결 과제 등에서 이를 강조하거나 명시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와 같
이 명세서 일부에 ‘세퍼레이터가 개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표현하였을 리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지 구조상 부극과 정극은 각각 집전봉과
원통형 용기와 도통하여야 하고, 도통에 필요한 구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제거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사항인 점을 덧붙
여 고려하면, 도통 불량 방지를 두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유하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③ 통상의 기술자라면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한도에서 세퍼레이터의 크기를 기술
의 구체적 적용에 따라 정할 것이다. 절연 기능만을 중시할 경우 세퍼레이터의 내경
을 최소로 하고, 외경을 최대로 하여 양극과 음극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범위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최소로 함으로써 세퍼레이
터가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말려 들어가 도통 불량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고려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세퍼레이터가 절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퍼레이
터의 크기를 조절하여 설계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세퍼레이터의 크기를 ‘양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에서 ‘양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으로 바꾸는 것
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수치범위를 조절하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주에 속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극과 세퍼레이터를 교대로 적층하여 전
극군을 조립한 후 집전체를 전극군의 구멍에 압입하는 과정(선행발명 1 식별번호
[0020] 참조)에서 선행발명 1은 세퍼레이터의 구멍의 직경이 집전봉의 외경보다 작
으므로 세퍼레이터가 집전봉에 의해 잡아당겨져 신장하게 되고 세퍼레이터는 집전
봉과 전극 사이에 말려 들어가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개재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세퍼레이터 구멍의 직경이 전극의 구멍의 직경보다 크므로, 세퍼레이터
는 집전봉과 전극 사이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 도통 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양 발명은 작용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구
성에 있어서 집전봉 부근에서는 ‘세퍼레이터의 내경 = 양극 내경’으로 설계하고(식
별번호 [0012] 도 1, 2 참조), 용기 내면 부근에서는 ‘세퍼레이터 외경 ＜ 음극 외경’
으로 설계하는 등 세퍼레이터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계하는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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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0009], 도 1, 2 참조), 효과에 있어서도 ‘세퍼레이터 외경 ＜ 음극 외경’
구성에 의하여 음극, 세퍼레이터, 양극이 교대로 겹쳐진 전극군을 용기 내에 수납하
는 선행발명 1의 전지 조립과정에서([0020], [0021] 참조) 세퍼레이터가 용기와 전극
사이에 말려 들어가 도통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집전체 부근에서 세퍼레이
터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쉽게 선택․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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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허2298 거절결정(특) 2018. 9. 20.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에서 수득한 후층 나노구조 필름의 제조 방법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0120316

2016원3964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PS-b-PMMA 공중합체가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뿐 아니라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제조, 침적,
어닐링으로 이어지는 공정에서도 차이가 없고, 개별 PS-b-PMMA 공중합
체의 분산도 또한 근접한 수치를 갖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따라 분산
도가 1.08 또는 1.1인 개별 PS-b-PMMA 공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된 디
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분산도가 1.1 내지 2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은 2종 이상의 블록 공중합
체를 혼합한 경우 뿐 아니라, 1 종의 블록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경우를

심결요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분산도
1.1의 PS-b-PMMA 공중합체(BCPX에 해당한다) 1종만 사용하여 디블록
코폴리머 조성물 및 필름을 제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블록 공중합체 필름의 결함(배위수 결함, 거리 결
함, 배향 결함 등)을 축소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적 과제
이고,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증강된 필름 두께로 기판에 적용되었을 때 기
판의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스스로를 배향시키도록 자가조립하는 디
블록 코폴리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식별번호 [6]), 이 사건 출원발명이 시현하고 있는 필름의 결함감소 효과
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 등 공지된 발명의 연

판결요지

장선상에 있고, 블록 공중합체 분산도 1.1 내지 2는 임계적 의의가 없는

(청구기각)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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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1.1 내지 2의 분산도
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에서 수득
한, 결함이 감소된 후층 나노구조 필름 제조
방법: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에 복수개의 수
직 실린더형 홀을 가지는 필름 제품을 제
공하기 위한 방법:
이때 필름은 증강된 필름 두께 범위에서
기판의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스스로
를 배향시키도록 자가 조립하는 디블록 코폴
리머 조성물이 요구되며(식별번호 [0006],
[0017])

- 1.1 내지 2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블록 공
중합체 조성물의 제조 단계,

-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를 제공하는 단
계(식별번호 [0061]);

- 용액 중 또는 용액 중이 아닌, 상기 조성물
을, 표면 상에 침적시키는 단계,

-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를 기판의 표면
에 도포하는 단계; 70 내지 150 ℃에서
≥10초의 시간(바람직하게, 10초 내지 5
분) 동안 필름을 베이킹하는 단계(식별번
호 [0061]);

- 어닐링 단계.

- 필름을 어닐링하는 단계(식별번호 [0061]);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비교대상발명은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이 감소된 후(厚)층의 나노구조 필름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을 개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판의 표면상에 침적되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를 1.1
내지 2로 조절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은 기판에 도포되
는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분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는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를 1.1 내지 2로 조절하여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지 않는 이질적
인 효과로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22 -

◈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따라 분산도가 1.08 또는 1.1인 개별 PS-b-PMMA 공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된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분산도가 1.1 내지 2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심판관의 판단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부정되었음
◦ 비록 선행발명 1에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없지만, 규칙적인 구조의 이상적인 배열과 도메인의 모양을 요구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ME) 분야의 특성 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선행발명 1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하는 바, 선행발명 1에 비추어 분산도를 1.1
내지 2로 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선행발명 1과 동질의 효과로서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임계적 의의가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블록 코폴리머의 블렌드 조성물을 사
용하여 나노크기의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
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식별번호 [1], [11], 비교대상발명의 식별번호 [1] 각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의 대응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에서 수득된 후층 나노구조 필름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제조 단계(구성 1), 조성물 침적단
계(구성 2), 어닐링 단계(구성 3)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비교대
상발명에는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제공단계(구성 1에 해당한다), 도포단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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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베이킹(baking) 단계(구성 2에 해당한다), 어닐링단계(구성 3에 해당한다) 등으로
구성된 필름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어서(식별번호 [17]), 양자는 블록 공중합체로
부터 필름을 제조하는 단위공정 및 순서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1에서 블록 공
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를 1.1 내지 2로 특정한 반면,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
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
라 한다).
< 구성 대비표 >

(2) 차이점의 검토
조성물의 분산도에 관한 구성 1의 차이점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 차이점을 쉽게 극복하고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으로
부터 구성 1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출원명세서의 실시예에 따르면, 스티렌과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단량체로 하는 PS-b-PMMA(폴리스티렌-b-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2종
또는 3종을 혼합하여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을 제조하고 있고, 개별 PS-b-PMMA 공
중합체의 분산도는 1.08 또는 1.09인 것인데(식별번호 [51], [52], [54] 내지 [58]), 비
교대상발명에서는 PS-b-PMMA 공중합체의 3종(BCPX, BCPY, BCPZ) 중 2종씩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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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를 제조하고 있고, 개별 PS-b-PMMA 공중합체의 분산
도는 1.08 또는 1.1이다(실시예 5, 6, 10 내지 14). 양자는 원료로 사용되는 스티렌과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단량체로 하는 PS-b-PMMA 공중합체가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뿐 아니라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제조, 침적, 어닐링으로 이어지는
공정에서도 차이가 없고, 개별 PS-b-PMMA 공중합체의 분산도 또한 근접한 수치를
갖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따라 분산도가 1.08 또는 1.1인 개별 PS-b-PMMA 공중
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된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분산도가 1.1 내지 2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구성 1의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은 2종 이상의 블록 공중합체를 혼합한 경
우 뿐 아니라, 1 종의 블록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분산도 1.1의 PS-b-PMMA 공중합
체(BCPX에 해당한다) 1종만 사용하여 디블록 코폴리머 조성물 및 필름을 제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비교대상발명의 청구항 2 내지 4에서는 개별 블
록 공중합체의 분산도를 1 내지 2인 것으로 보다 넓게 한정하고 있다),
③ 효과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블록 공중합체 필름의 결함(배
위수 결함, 거리 결함, 배향 결함 등)을 축소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
적 과제인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증강된 필름 두께로 기판에 적용되었을 때
기판의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스스로를 배향시키도록 자가조립하는 디블록 코
폴리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고서(식별번호 [6]), ‘각 수직
의 실린더형 홀은 기판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을 나타내고, 필름 제품은 수직의 실린
더형 홀 배향도(Dperp)가 0.95 내지 1이 되도록 하는 기술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식별번호 [18]), 나아가 실시예 10에서는 ‘침착된 필름에 사용된 PS-b-PMMA 디블
록 코폴리머 블렌드 내 100%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기판 표면에 수직 정렬
된 보이드(실린더형 홀에 해당한다)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서(식별번호
[113]),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이 시현하고 있는 필름의 결함감소 효과는 비교대상발
명으로부터 예측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3)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은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없고, 구성 1은 비
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휘되는 효과 또한 비교대
상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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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
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
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
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
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
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
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2)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별 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에 복수개의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1.1 내지 2의 분산
도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에서 수
1

득한,
결함이 감소된 후층 나노구조 필름 제조
방법:

수직 실린더형 홀을 가지는 필름 제품을 제공
하기 위한 방법:
이때 필름은 증강된 필름 두께 범위에서
기판의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스스로를
배향시키도록 자가 조립하는 디블록 코폴리
머 조성물이 요구되며(식별번호 [0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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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 1.1 내지 2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

-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를 제공하는 단계

합체 조성물의 제조 단계,

(식별번호 [0061]);
-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를 기판의 표면에

- 용액 중 또는 용액 중이 아닌, 상기 조성물을,

3

도포하는 단계; 70 내지 150 ℃에서 ≥10초
의 시간(바람직하게, 10초 내지 5분) 동안

표면 상에 침적시키는 단계,

필름을 베이킹하는 단계(식별번호 [0061]);
4

- 어닐링 단계.

- 필름을 어닐링하는 단계(식별번호 [0061]);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2 관련
우선 구성요소 1,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디
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을 이용한 후층(증강된 필름 두께 범위) 나노구조 필름을 제
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아가 구성요소 1은 ‘결함이 감소된’에서 ‘결함’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 기재에 의하면 그 ‘결함’에는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또는 거리 결함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024】 본 발명의 방법은 최소의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또는 거리 결함 및 큰 마이크로결정
표면을 갖는 필름의 형태로 나노구조화된 조립체를 수득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증강된 두께에서 표면에 수직으로 배향을 향상시
켜 ‘배향 결함’을 감소시킨 필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식별번호 [001
7]), 구성요소 1의 결함은 선행발명 1의 배향 결함의 상위 개념인 점,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또는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블록 공중합체의 자가 조립 성질을 이용한 나노구조 패턴 형성 분야에서 이미 알려
져 있는 기술적 과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요소 1의 ‘결함이 감소된’
부분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성요소 1, 2에는 블록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가 1.1 내지 2로 한
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에 대한 분산도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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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소 3, 4 관련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디블록 코
폴리머 블렌드)을 침적(도포 및 베이킹)시키는 단계인 점에서, 구성요소 4와 선행발
명 1의 대응구성은 어닐링 단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각 서로 동일하다.
(4) 차이점의 용이 극복 가능 여부
아래 (가), (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
는 선행발명 1 등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블록 공중합체 분산도 1.1 내지
2는 임계적 의의가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 등 공지된 발명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아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는 1.1 내지 2의 분산도를 갖는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
하여, 20nm 초과의 충분한 두께를 가지면서도 표면상 최소의 배향 결함, 배위수 결
함, 거리 결함 및 큰 마이크로결정 표면을 갖도록 하는 나노구조 필름의 제조 방법
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001】 본 발명은, 처리 표면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의 적용을 위한 마스크로서 사
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기 표면상에 나노구조 결점을 갖지 않는, 1.1 내지 2(한계치 포함)
의 분산 지수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에서 수득한 20nm 초과 두께를 갖는 나노구조
필름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4】 나노리소그래피의 경우, 원하는 구조화(예를 들어, 표면에 직각인 도메인의 생성)는 특
정한 조건, 예컨대 표면의 제조(예를 들어, "중화" 하부층의 침적) 뿐 아니라 또한 예컨대 블록 공
중합체의 조성물도 필요로 한다. 블록의 화학적 특성, 블록의 중량비 또는 이들의 길이에 따라, 형
태를 산업적 자격요건(결함 없이), 및 재현성에 가능한 한 가깝게 수득하기 위해 최적화가 일반적
으로 필요하다. 표적 형태를 보유하도록 주의하면서, 블록 공중합체의 간격(period)은 공중합체의
합성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조성물에 있어서 또는 사슬의 길이에 있어서 대략 큰 변화). 또
한, 침적된 블록 공중합체의 분산도는 일반적으로, 실행한 침적 품질 측정 매개변수, 특히 결함의
부재 및 도메인의 해상도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특정점에 관한 현재의 지식은 가능한 최저 분산도,
통상 1.1 미만, 임의의 경우 가능한 한 1에 가까운 분산도를 갖는 블록 공중합체 사용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이러한 블록 공중합체는 음이온 중합 합성 기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적 수준에서 실행하기에 값비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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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본 발명의 방법은 최소의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또는 거리 결함 및 큰 마이크로
결정 표면을 갖는 필름의 형태로 나노구조화된 조립체를 수득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아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도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에 사용된 규칙, 불규칙 디블록 코폴리머의 바람직한 분산도를 이
용하여, 종래에 비하여 증강된 필름의 두께에서 수직 배향을 향상시켜 배향 결함을
낮추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필름의 제조 방법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
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기판상에 증강된 두께를 갖는 나노구조 필름에 있어
서 배향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제 또는 효과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0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린더형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도메인에 대해 높은
친화성을 나타내어, 증강된 필름 두께 범위(예를 들면, 0.5 L0 내지 2 L0, 이때 L0는 조성물에 대
한 평형 실린더 간 간격이다)내의 두께로 기판에 적용되었을 때 기판의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스스로를 배향시키도록 자가조립하는 디블록코폴리머 조성물이 요구된다.

【0017】 본 발명은 하기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표면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
계...(중략)...어닐링된 필름을 처리하여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거하여, 복수개의 수직
실린더형 홀을 가지는 필름 제품을 제공하는 단계; 이때, 각 수직의 실린더형 홀은 기판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을 나타낸다.
【0053】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에 사용된 규칙적인 PS-b-PMMA 디
블록 코폴리머는 1 내지 2 (바람직하게 1 내지 1.5; 더욱 바람직하게 1 내지 1.2)의 다분산도
(PDBCP1)를 나타낸다.
【0054】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에 사용된 불규칙적인 PS-b-PMMA
디블록 코폴리머는 1 내지 2(바람직하게 1 내지 1.5; 더욱 바람직하게 1 내지 1.2)의 다분산도
(PDBCP2)를 나타낸다.

비록 선행발명 1에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는 점에 대한 명확
한 기재는 없지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육각형 조밀팩이 관찰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패턴 중심에서 실린더 간의 간격을 측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육각형 조밀팩이 형성되지 않거나 평균 거리를 특정함에 있어 실린더 간
의 간격이 불규칙할 경우 이를 배위수 결함과 거리 결함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규칙
적인 구조의 이상적인 배열과 도메인의 모양을 요구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ME)4)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자빔 리소그래피 등 초미세한 가공 기술과 그것을 구사하여 만들어지는 VLSI나 각종 전자부
품 및 장치에 의해서 전개되는 일렉트로닉스 신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용어를 말한다(네이버 백
과사전, 전기용어 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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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표 1에 보고된 필름에 대한 실린더 간 간격 (또는 필름 “피치”), L0을 필름의 SEM
을 SPIP 5.1.5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각 SEM에서 적어도 100개의
홀을 포함하는 큰 그레인의 수직 배향 실린더형 홀을 가지는 필름 영역을 선택하였다. 필름에
대한 피치는 2-D 고속 푸리에 변환 (FFT)을 취해 선택한 영역으로 부터 결정하였다. 관측된
모든 SEM은 가장 안쪽의 고리가 육각형의 꼭짓점에 놓인 6점 한 세트를 포함하는 육각형 조밀
팩 (HCP) 어레이의 특징적인 FFT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의 중심으로부터 각 점
의 거리(d100 간격으로 칭함)를 측정하였다. 다음 식에 따라, 필름에 대해 측정된 d100 간격의
평균 davg로부터 표 1에 보고된 필름의 피치를 계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나노구조 필름에 대하여 두꺼운 층에서도 표면
상 나노구조에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나노구조 필
름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선행발명 1도 증강된 필름의 두께에서 수
직 배향의 결함이 없도록 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나머지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 역시 선행발명 1에 기재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특정한 분산도에서 최소의 결함을 가지는 후층 나노구조 필름의 제조 방법을 제공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또한 선행발명 1의 배경기술 및 마이크로 전자장비의 리소그래피 패턴
형성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패턴용 마스크의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거리
결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기술
적 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발명 1의 아래 배경기술에는 비대칭 디블록 코폴리머로부터 유래된 박막이
마이크로 전자장비, 임프린트5) 매스터 등에 응용됨이 기재되어 있는바, 마이크로 전
자장비나 임프린트는 기본적으로 리소그래피6) 등 초미세한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노 패턴 형성 분야
에서는 규칙적인 패턴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규칙성을 저해하는 배향 결함, 배위수

5) 미세한 정밀 금형을 이용해 나노 수준의 회로 패턴을 도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노광
공정에 비해 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어 차세대 패턴 형성 기술로 주목받아 온 기술이다.
6) 특정 패턴을 가진 마스크와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마스크에 존재하는 패턴을 기판에 전사시
키는 기술을 말한다(을 제3호증 제13면 및 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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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거리 결함이 감소되어야 함은 이 기술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기
술적 과제 내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선행발명 1의 아래 배경기술
은 비대칭 디블록 코폴리머로부터 유래된 박막이 ‘규칙적인 간격의 포어{pore, 공동
(空洞)}’를 가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판 표면에 수직 배향된 실린더형 홀을
형성하는 물질을 갖는 것이 요망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칙적인 간격의
포어’를 가진다는 것은 배위수 결함과 거리 결함이 없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배경기술】
【0002】 규칙적인 간격의 포어를 갖는 비대칭 디블록코폴리머로부터 유래된 박막은 예를
들어 초여과막, 마이크로전자 장비 및 임프린트 매스터(imprint masters) 제조를 포함하는 다양
한 응용에 사용되어 왔다. 어떤 비대칭 디블록 코폴리머는 자가 조립하여 다수의 블록 물질 내
에 소수의 블록물질 도메인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는다. 이들 응용 중 많은 경우에 소수의 블록
물질이 자가 조립하여 필름이 형성되는 기판(substrate) 표면에 수직인 대칭축으로 배향된 실린
더형 홀을 형성하는 물질을 갖는 것이 요망된다. 통상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필름이
형성되는 동안 요망되는 수직의 실린더형 홀의 후속적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소수 블록 물질
의 완벽한 수직 배향을 보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략).......

③ 게다가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인 2013. 9. 9. 전인 2010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인데, 그 리뷰 논문에는 블록 공중합체 자기 조립에 의한 패턴 형
성 방법으로 얻어지는 패턴의 결함 밀도는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아
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173면 우측 칼럼 하(下) 5행 내지 174면 좌측 칼럼 상(上)
13행 참조}.
6. 기능적 속성
연구 개발을 이끌기 위해, 반도체 업계는 향후 사용되기 위한 패턴 형성 기술이 반드시 충족해
야 할 기능적 요구조건들을 명시한 로드맵을 작성해왔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은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한 패턴 형성이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한다. 일
반적으로, 블록 공중합체 자기 조립에 의한 패턴 형성은 아직 모든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다.
6.1 결함
산업계 가이드라인은 미래 (전자) 디바이스 세대에 대해 제곱 센티미터 당 0.01개의 결함 밀도
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의 실제적인 직접 자기 조립 방법은 비교적 큰 결함수를 보였고,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다루었다. 앞서 언급한 성긴 패턴 접근법
(sparse patterning approach)은 상당히 더 낮은 결함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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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을 제6호증에 나타난 패턴의 결함 밀도에 관하여는 을 제7호증의 아
래 기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을 제7호증에는 폴리스티렌-b-폴리(메틸 메
타크릴레이트) 디블록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박막에 대하여 공동의 위치 및
크기, 이격 거리 및 결정 배향을 측정하였는데(1290면 우측 칼럼 마지막 문단 내지
1291면 좌측 칼럼 첫 번째 문단 참조), 이들이 각각 배위수 결함, 거리 결함, 배향
결함에 대응되는 것임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을 제7호증에는 공정 조건을 최적화함
으로써 자기 조립 필름의 공동 균일도 및 장거리 질서도를 향상시켰다는 기재도 있
어,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한 필름에 있어서 배향 결함,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조립 공정에 대한 템플릿 처리 인자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자들
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얻어진 박막형상의 품질을 정량화하기
위해 공동의 크기, 모양 및 이격 거리를 측정하고, 통계적 분화량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어떠
한 자기 조립 물질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박막에서의 공동의 위치와
크기는 디지털화된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로부터 확인되고, 우리는 공동의 이심률 뿐만 아니라
......(중략).......
필름에 걸쳐 공동의 직경 분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이격거리에 기초
하여 필름의 질서도를 확인한다. 완벽하게 정렬된 필름은 단결정 육방정계 격자이겠지만, 우리는
통상 서로 다른 결정 배향을 가지는 알갱이로 구성된 “다결정” 형상을 관찰하게 된다. 본 논문에
서 우리는 고분자 필름 두께, 열처리 시간, 열처리 온도, 및 고분자 분자량이 자기 조립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공정 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자기 조립 필름의 공동 균일
도 및 장거리 질서도를 향상시켰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나노구조 필름의 표면상에 배향 결함, 배
위수 결함, 거리 결함 등의 결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
적 기술 과제로서 선행발명 1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 등 공
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인데, 구성요소 1, 2에서 분산도를 1.1 내지 2
로 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선행발명 1과 동질의 효과로서 그 한정된 수치범
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구성요
소의 한정은 임계적 의의가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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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배향 결함’ 감소 효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
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이 표면에 대해 더 이상 직각이 아니
나 표면에 대해 평행하게 누워있는 경우 배향 결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식별번호 [0023]), 디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를 1.1
내지 2로 한정함에 따라 배향 결함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실험데이
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서 분산도를
1.1 내지 2로 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배향 결함’의 감소 효과가 선행발명 1에 비하
여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0023】 최종 유형의 결함은 표면상에 침적되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원통의 각도에 관
한 것이다.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이 표면에 대해 더 이상 직각이 아니나 표면에 대해 평행하게
누워있는 경우, 배향 결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오히려, 선행발명 1의 아래 명세서에는 침착된 필름에 사용된 PS-b-PMMA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 내에 100%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기판 표면에 수직
정렬된 보이드(실린더형 홀)를 형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실시
예 10의 필름에도 수직 배향 결함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식별번호 [011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서 분산도를 1.1 내지 2로 한정함으로써 나타
나는 ‘배향 결함’의 감소 효과는 선행발명 1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이다.
【0103】 도 1 및 2 분석시.....(중략).....실질적으로 실시예 10에서 침착된 필름에 사용된
PS-b-PMMA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내 100%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기판 표면에 수직
정렬된 보이드를 형성(즉, 실린더형 홀)하는 반면; 비교 실시예 C1에서 침착된 필름에 사용된
PS-b-PMMA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내 80% 초과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기판 표면에 평
행하고 폴리스티렌 층 아래에 매립된 보이드를 형성한다.

② 나아가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 감소 효과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분산도에 따른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에 대한 실험결과
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56], [0063] 내지 [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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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Mn
(kg/mol)

Mw
(kg/mol)

분산도

C23

28.5

31.0

1.09

C35

50.2

54.5

1.09

C50

83.1

90.1

1.08

C23:C50 3:7

43.7

54.2

1.24

C23:C35:C50
1:1:1

46.7

61.4

1.32

배위수
결함 개수

거리
결함 개수

140

16

71

11

위 기재에 의하면, 1.24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C23:C50 3:7 블록 공중합체 조성
물의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은 1.09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
C35에 비하여 더 적은 결함을 나타내어, 분산도가 1.24인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이
분산도가 1.09인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고, 분산도가 1.32인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은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기는 하다(식별번호 [0070] 및 도 5).
그러나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를 1.1 내지 2의 범위로 특별히 한정한 데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1.24 및 1.32 두 지점의 분산도에 대한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 감소에 대한
실험데이터만으로 나머지 다른 부분인 1.32 초과 2.0 미만에서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분산도를 1.1 내지 2 범위로 한정한 것과 작용효과 사이
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산도의 상한 값인 2.0을 전후
로 하여 배위수 결함 및 거리 결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실험데이터도
없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효과를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③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서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
산도를 1.1 내지 2로 한정한 것은 그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없는 것으로서 통상
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에 의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해당
하므로, 그와 같은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5)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내지 2의 분산도를 갖는 PS-b-PMMA
를 사용하여 블렌드를 할 경우 조성비에 따라 2 미만 뿐 아니라 2 초과의 분산도도

- 334 -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선행발명 1에서 각각의 PS-b-PMMA의 분산도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결합한 디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의 분산도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의 분산도 1.1 내지 2는 선
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에서 블록 공중합체의 블렌드의 분산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블록 공중합체의 분산도는 각각 1.61(A), 1.72(B), 1.22(C)인 반면, 선행발명 1에서 디
블록 코폴리머 블렌드에 사용된 디블록 코폴리머의 분산도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2이며(식별번호 [0053], [0054]) 실시예 11 내지 14에
사용된 디블록 코폴리머의 분산도는 1.1과 1.08이다.
이와 같이 갑 제9호증에 사용된 블록 공중합체의 분산도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디블록 코폴리머의 바람직한 분산도 및 실시예의 분산도를 넘어서는 값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갑 제9호증의 실험값을 곧바로 선행발명 1의 디블록 코폴리머 블
렌드의 분산도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설령 그 적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디블록 공중
합체 블렌드의 분산도 측정값이 모두 2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참조 실험
값 중 3가지(참조 1, 2, 4)가 분산도 2를 초과할 뿐, 나머지 2가지 참조 실험값(참조
3, 5)은 분산도 2 미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에 의하여 분
산도 2 미만의 디블록 공중합체를 혼합하여 분산도 2 미만의 디블록 공중합체 조성
물을 제조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에서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
결은 적법하다.

- 335 -

Ⅳ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1. 2017허4327 거절결정(특) 2018. 7. 5.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캐리어 부착 동박, 동장 적층판 및 프린트 배선판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0169778

2016원7190

관련사건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2, 3: 선행발명 1

입증방법

 갑 제3호증의 4, 5: 선행발명 2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4CBTA와 5CBTA의 융점 데이터
구성 1은 박리층이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1에는, 유기제로는 질소 함유 유기
화합물로 중, 치환기를 가지는 트리아졸 화합물인 1, 2, 3－벤조트리아졸
(BTA), 카복시 벤조트리아졸(CBTA), N＇, N＇－비스(벤조트리아졸릴 메틸)
유리어(BTD－U), 및 3－아미노-1 H－1, 2, 4－트리아졸(ATA)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식별번호 [0018] 참조) 것과 CBTA의 농도를 변경하며 박리
강도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43] 내지 [0059]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박리층(유기 접합 경계면층)의 안정적인

심결요지

박리 강도를 획득하기 위해 CBTA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
고, 다만, 구성 1은 CBTA를 5CBTA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에서
박리 강도 및 밀착성의 안정성을 위해 5-CBTA, 4-CBTA 중에서 5- CBTA가
가장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37] 참조) 라는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5-CBTA를 선택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으로 인해 구성 1이 비교대상
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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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CBTA를 실시 물질로서 구체화시킴에 있어서
는 박리층(유기 접합 계면층)의 성분과 박리 강도의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에
앞서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가공이라는 환경 하에서 유기 접합 계면층의
전체적 안정성을 고려할 것이고 그 경우 융점이 261~263℃에 불과한 4CBTA
보다는 융점이 300℃에 이르는 5CBTA를 좀 더 적합한 물질로 여길 것은
자명하다.
또한 양 발명의 효과를 대비하면, ① 양 발명의 박리강도의 성질이 극박
동박으로부터 캐리어박의 제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② 캐리어
부착 동박에 대한 프레싱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230℃에서 2회 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은 보다 고온인 300℃에서 1회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례가 선행발명 1의 실시례에 비추어 보다 가혹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결과에 있어서도 양 발명의 각 박리강도
가 17gf/㎝ 및 21gf/cm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점, ④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의 구성, 즉 5CBTA를
판결요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성 자체가 실시 상황의 선행발명 1에 이미 내재적으로

(청구기각)

전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레싱 2회에
의한 박리강도의 안정화 효과는 선행발명 1에 내재된 효과를 다른 측정
형태에 의해 단순히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발명의 효과를 질적으
로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양 발명의 박리강도의 최종 크기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양적으로 현저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선행발명 1에 대하여
선택발명의 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1의 효과는 질적 및 양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선행발명 2의 실시예에 의하면,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5CBTA를 포함시킨
경우(실시례 1 내지 4)에 한하여 감광성 수지의 경화 레지스트가 기판으로부터
박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실시를 위해 CBTA의 구체적 물질로 5CBTA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할
기술적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구성요소
1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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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2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캐리어박, 박리층 및 극박(極薄) 동박을 이 순

[선행발명 1]

서대로 구비한 캐리어 부착 동박으로서(이하

- 캐리어박(2), 유기접합 계면층(4) 및 동박

‘전제부’라 한다), 상기 박리층이, 5-카르복시

(3)이 적층되어 장합된 전해 동박(1)(식별

벤조트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하거나

번호 [1], [9] 및 도 1)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또는 5 -카르복

- 캐리어박의 표면에 대한 유기 접합 계면

시벤조트리아졸(5CBTA) 및 4-카르복시벤조

의 형성은 유기제를 50∼2000 ppm 함유

트리아졸(4CBTA)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

하는 산세척 용액을 사용하여 캐리어박

기 박리층에 있어서의 5-카르복시벤조트리아

의 표면을 산세척 용해하면서, 동시에 유

졸의 부착량의 4-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의 부

기제를 흡착시킴으로써 유기층으로서 형

착량에 대한 비인, 5CBTA/4CBTA비가 3.0

성(식별번호 [10])

이상인(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캐리어 부

- 유기제는 질소 함유 유기 화합물 중, 치환

착 동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기를 갖는 트리아졸 화합물인 1,2, 3-벤

한다)

조트리아졸(BTA), 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
(CBTA), N＇,N＇-비스(벤조트리아졸릴메
틸)우레아(BTD-U), 1H-1,2, 4-트리아졸
(TA) 및 3-아미노-1H-1, 2,4-트리아졸
(ATA)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
별번호 [18]).

[선행발명 2]
- 본 발명은 (A) 바인더 폴리머, (B) 중합 가능한
에틸렌성 불포화기를 갖는 광중합성 화합물,
(C) 광중합 개시제 및 (D) 성분으로서 하기
화학식(4)([별지 2] 참조)로 나타내는 화합물
(5CBTA)을 포함하고, ... 또한 상기 (D) 성분
의 함유량이 상기 (A) 성분과 (B) 성분의 총량
100 중량부에 대해, 0.01∼0.5 중량부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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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광성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0]).
- 화학식(4)로 나타낸 (D) 성분인 벤조트리아졸
유도체는 주로 본 발명의 감광성 수지 조성
물의 밀착성 및 광감도 등을 개량하기 위해
서, 당해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첨가된다.
(D) 성분으로는, 예를 들면 카르복시벤조트
리아졸 또는 그 유도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로는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 4-카르복시벤조트
리아졸을 들 수 있지만, 5-카르복시벤조트
리아졸이 밀착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
다(식별번호 [37]).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선행발명 1 단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심사 및 심판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선행발명 1 및 2는 서로 관계없는 기술내용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양자
의 결합을 꾀할 동기가 부여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즉, 출원발명이나 선행발명 1의 박리
층과 선행발명 2의 감광성 수지 조성물(경화물층)은 적용되는 제조 공정, 사용 태양, 작
용효과 및 성분이 전혀 다르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선행발명 1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당초 거절이유의 주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전제부 및 구성요소 1에 의한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제부 및 구성요소 2의 의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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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실시함에 있어 5CBTA를 CBTA의
구체적인 물질로 우선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5CBTA를 선택함에 따른 효과의 현저함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5CBTA를 더 적합
한 물질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CBTA를 선택함에 따른 효과 현저하지 않다고 판시
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 판단
가. 원결정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은 프린트 배선기판을 제조하
기 위한 캐리어 부착 동박의 박리층이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인 박리
강도를 갖는 소재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프린트 배선판의 회로 보호 및
접촉 저항의 저감을 위해, 회로 형성제 기판의 표면 수지층에 박리 강도의 특징을
갖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발명들 모두는 프린트 배선기판을 제조하는데 이용하는 유
기 화합물 소재라는 점과 그 소재가 박리 강도에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
야가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은 캐리어박부착 전해동박이고, 비교대상
발명 2는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어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전혀 상이한 비
교대상발명 1, 2를 조합시킬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
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
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
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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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
후2059 판결 참조)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
명 1 및 2 모두 프린트 배선기판을 제조하는데 있어, 기판의 소재 및 기판의 표면
코팅 물질이 박리 강도에 영향을 주는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다는 공통적인 구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비교대상발명 2는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포함된 유기 화합물이
밀착성 및 박리 강도의 개량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CBTA를 이용한다는 점(식별번
호 [0037] 참조)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박리성질에 대한 고유
의 특성을 갖는 비교대상발명 2의 유기 화합물 5-CBTA/4-CBTA 물질들을 비교대상
발명 1의 박리층인 유기 화합물의 CBTA를 한정하는데 적용할 동기 및 암시가 충분
히 제시되어 있다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 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
나 부정적 교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캐리어박/박리층/극박 동박으로 형성된 캐리어
부착 동박에 있어서, 박리층의 유기 화합물이 복수의 열처리에 의해서도 캐리어박
과 극박 동박 사이의 경계에서 박리 강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식별번호 [0010] 참조), 비교대상발명 1도 캐리어박/유기 접합 경계면층
/전기분해 동박의 캐리어박부 전기분해 동박에 있어서, 고온의 열처리 및 프레스 가
공에서도 박리 강도가 안정화되도록 유기제 접합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결과제’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프린트 배선기판의 패터닝된 회로 형성제 기판
의 표면 수지층에 감광성 수지 조성물을 적층할 때, 밀착성 및 박리 특성 모두 안정
적인 물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9] 내지 [001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목적은 프린트
배선기판의 제조에 이용하는 유기 화합물의 박리 강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특별
한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그 특이성이 없다.
(다)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구분하면, 전제부의
캐리어 부착 동박 및 그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1 또는 구성 2의 박리층을 한정하는
물질로 특정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항 기재형식에 있어서, 구성 1 또는 구성 2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구성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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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의 박리층을 선택하여 구성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다.
1) 전제부
전제부는 프린트 배선기판의 소재로 사용하는 캐리어 부착 동박을 캐리
어박/박리층/극박 동박의 순서로 구성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캐리어박/유기제 접합 경계면층/전기분
해 동박층으로 구성한 캐리어박 전기분해 동박이 기재되어 있다(청구항 1 및 도면
제1도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단지 표현상에 차이가 있을 뿐, 프린트 배선기
판의 소재로 이용하는 캐리어 부착 동박을 캐리어박/유기 화합물의 박리층/동박의
적층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
2) 구성 1 부분
구성 1은 박리층이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한
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유기제로는 질소 함유 유기 화합물로
중, 치환기를 가지는 트리아졸 화합물인 1, 2, 3－벤조트리아졸(BTA), 카복시 벤조
트리아졸(CBTA), N＇, N＇－비스(벤조트리아졸릴 메틸) 유리어(BTD－U), 및 3－아
미노-1 H－1, 2, 4－트리아졸(ATA)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식별번호 [0018]
참조) 것과 CBTA의 농도를 변경하며 박리 강도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43] 내지 [0059]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박리층(유기 접합 경계면층)의 안정적인 박리
강도를 획득하기 위해 CBTA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
성 1은 CBTA를 5CBTA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에서 박리 강
도 및 밀착성의 안정성을 위해 5-CBTA, 4-CBTA 중에서 5-CBTA가 가장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0037] 참조) 라는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5-CBTA를 선택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어 보
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으로 인해 구성 1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구성 2를 포함하는 경우
구성 2는 박리층이 5-CBTA 및 4-CBTA를 포함하고 있고 그 부착량이
5-CBTA/4-CBTA의 비가 3.0 이상인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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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에서, ‘카복시 벤
조트리아졸로서(이하 ‘CBTA’로 기재한다)는 5－CBTA, 4-CBTA을 들 수 있지만, 5
－CBTA이 밀착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또, CBTA 유도체로서는 예를 들면
1－［N, N－비스(2－에치르헤키실 아미노 메틸］－5－CBTA, 1－［N, N－비스(2－
에치르헤키실) 아미노 메틸］－4－CBTA, 1－［N, N－비스(2－에치르헤키실) 아미
노 에틸］－5－CBTA, ... 1－［N, N－비스(2－히드로 옥시 프로필) 아미노멜］－5
－CBTA 등을 들 수 있다.’(식별번호 [0037] 참조)라고 기재된 점, 또 CBTA의 중량비
에 따라 박리 특성을 실시하여 양호한 박리 강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식별번호
[0072], [0088] 및 표 1, 2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종래기술(일본 특개평 11-317574)에서도 박리층의 안정적인 박리 강도를 도출하기
위해 CBTA와 BTA의 CBTA/BTA 중량 비를 변화시켜 최적의 비율을 선택한다고 기
재한 점(식별번호 [0076] 참조)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박리의 강도 및 잔존
여부 등의 특성을 실험을 위해, 다양하게 개시한 CBTA의 종류 중에서 5-CBTA/4-CBTA
에 대한 합성 비율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기술적 어려움 없이 그 중량 비
를 3.0 이상인 것을 선택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성 2 역시 구성 2의 특징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
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의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와 비교할 때, 그 기술분야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목적의 특이성이나 구성의 곤란성 및 특유의 상승효과를 갖는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
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
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
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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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새로운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
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
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
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
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
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
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차 의견제출통지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1. 모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갑 제3
호증), 이에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
서를 제출하였다(갑 제4, 5호증).
나) 제2차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
특허심판관은 2016. 8.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6호증).
2016. 8. 23.자 의견제출통지(갑 제6호증, 2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캐리어박, 박리층 및 극박의 순서대로 구비된 캐리어 부착 동
박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캐리어박(2), 유기피막(4) 및 동박(3)의 순서대로 형성된 캐리어부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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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1 참조)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박리층이 5CBTA를 단독
으로 포함하는 내용(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 1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2에는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CBTA를 포함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
고, CBTA에는 5-CBTA, 4-CBTA가 있으며, 밀착성의 관점에서 5-CBT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식별번호[0037] 참조)이 기재되어 있다. 선행발명 2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박리층을
5-CBTA, 4-CBTA 또는 5-CBTA와 4-CBTA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 설계 사항에 해당되며, 5-CBTA와 4-CBTA의 부착량은 통상의 기술자가 실험적으로 최적 또
는 호적한 수치범위를 선택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갑 7호증).
2016. 9. 21. 의견서(갑 제7호증, 6면)
선행발명 1에 캐리어박의 표면에 유기제를 사용하여 유기접합계면층을 형성하고, 그 유기접합계
면층 위에 전해동박층을 형성하는 캐리어박 구비 전해동박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선행발
명 1의 제1항 참조).

또한, 선행발명 1에서, 유기제는 질소함유 유기화합물 중, 치환기를 갖는 트리아졸화합물인
1,2,3-벤조트리아졸(BTA), 카르복실벤조트리아졸(CBTA), N '，N '-비스(벤조트리아졸릴메틸)유리
아(BTD-U), 1H-1,2,4-트리아졸(TA) 및 3-아미노- 1H-1,2,4-트리아졸(ATA)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
다(선행발명 1의 단락 [0018] 참조).
선행발명 1에는 벤조트리아졸 화합물을 다수 예시하고 있으나, 본원발명의 ② 상기 박리층이,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5CBTA)
및 4-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4CBTA)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③ 상기 박리층에 있어서의 5-카르
복시벤조트리아졸의 부착량의 4-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의 부착량에 대한 비인, 5CBTA/4CBTA비
가 3.0 이상인 캐리어 부착 동박에 의한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을 부여해도 캐리어박의 박리
강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즉 박리 강도가 안정화하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도 시사하고 있지
도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위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
든 청구항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8호증).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절차의 과정, 거절이유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 1만에 의해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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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의 의견서 제출 및 보정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카르복실벤조트리아졸(CBTA, 이하 ‘CBTA'라 한다)에는 ① 4CBTA, ②
5CBTA, ③ 4CBTA와 5CBTA의 혼합물 총 3가지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5], [16] 참조). 선행발명 1의 경우 유기제로서
CBTA(상위개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 그 하위개념인
5CBTA(하위개념)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과 선행발명 1만에 의한 진보성 판단에서 기본적인 검토 사항은 위 선행발명들
각각으로부터 CBTA라는 상위개념의 구성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5CBTA라는 하위
개념의 구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할 것
이다.
나) 심사관은 선행발명 1에서 기재한 CBTA를 가지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제시한 5CBTA만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근거를 우선 주된 선행발
명인 선행발명 1 자체에서 검토하였지만 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하다
고 보아 선행발명 2로 나아가 위 근거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 거절이유를 제시하
였을 것이 자명하다. 즉,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내지 6호증은 4CBTA와 5CBTA의 물
리적 속성에 관한 자료로서 각각의 융점이 기재되어 있고 5CBTA가 4CBTA보다 융
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심사관이 선행발명 1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심사관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선행발명 1과
5CBTA와 4CBTA가 함께 게시되고 그 중 5CBTA를 바람직하다고 기재한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5CBTA를 사용하는 것이 쉽게 도출될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심사관의 실제 거절이유(갑 제6호증)에 위
와 같은 선행발명 1 자체로부터의 기술적 근거 검토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하
더라도 선행발명 1에서 유기제로 CBTA를 제시하였음을 거절이유로 한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한편, 심사관에 의해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과 그에 결합되는 선행
발명 2가 거절이유의 증거로 제시된 경우, 출원인으로서는 우선 위 선행발명들의 결
합 관계에 따라 거절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지만 이에서 나아가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 자체로부터 상위개념의 CBTA 중에서 하위개념의 5CBTA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에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
하고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이 출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출원인의 실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원고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갑 제7호증)에서 선
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다수의 벤조트리아졸 화합물을 검토한 후 선행발명 1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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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CBTA라는 구체적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이 기재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라)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선행발명 1만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의 해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전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전제부 및 구성요소 1에 의한 제1발명(5CBT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전제부 및
구성요소 2(5CBTA와 4CBTA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 박리층 부착량의 비를
5CBTA/4CBTA비 3.0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의한 제2발명이 ‘선택적’으로 청구되어
있는 점이 명백하다[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21]에서도 “박리층에 있
어서 5CBTA/4CBTA비 3.0 이상이면 안정한 박리 강도를 한층 더 발휘하기 쉬워진
다. 또 5CBTA를 단독으로 포함하는(4CBTA를 포함하지 않음) 것이도 된다.”라고 기
재하고 있어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경우 위 제1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면, 위
제2발명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전체가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1발명, 즉 전제부 및 구
성요소 1에 의한 발명과 선행발명들을 먼저 대비하여 살핀다.
2) 관련 법리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
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
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69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구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전
제
부

캐리어박, 박리층 및 극박(極薄) 동
박을 이 순서대로 구비한 캐리어
부착 동박으로서,

- 캐리어박(2), 유기접합 계면층(4) 및 동박(3)이 적층
되어 장합된 전해 동박(1)(식별번호 [1], [9] 및 도 1)

상기 박리층이, 5-카르복시벤조트
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하
는, 캐리어 부착 동박.

- 캐리어박의 표면에 대한 유기 접합 계면의 형성은
유기제를 50∼2000 ppm 함유하는 산세척 용액을
사용하여 캐리어박의 표면을 산세척 용해하면서, 동
시에 유기제를 흡착시킴으로써 유기층으로서 형성(식
별번호 [10])

구성
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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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 유기제는 질소 함유 유기 화합물 중, 치환기를 갖는
트리아졸 화합물인 1,2,3-벤조트리아졸(BTA), 카르
복시벤조트리아졸(CBTA), N＇,N＇-비스(벤조트리아
졸릴메틸)우레아(BTD-U), 1H-1,2,4-트리아졸(TA) 및
3-아미노-1H-1,2,4-트리아졸(ATA) 등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18]).

4) 판단
가) 구성의 검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다 같이 프린트 배선판의 제
조에 관한 것으로, 전제부가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이 캐리어 부착 동박의 박리
층을 형성하는 유기제의 재료를 CBTA의 하위개념인 5CBTA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유기접합 계면층의 재료를 CBTA라는 상위개념적 구성만 나타나 있
어 양 발명은 구성상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
행발명 1을 실시함에 있어 5CBTA를 CBTA의 구체적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과의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선행발명 1의 CBTA는 상위 개념의 추상적 물질명으로서 그 구체적 하
위 개념에는 화학구조상 4CBTA, 5CBTA 각 단일 상태 및 4CBTA와 5CBTA의 혼합
상태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
전반적으로 유기층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질명을 ‘CBTA'라는 상위개념만을 기재하
고 있다. 이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
이력을 부여해도 캐리어박의 박리 강도가 안정화한 캐리어 부착 동박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선행발명 1을 실시하여 그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4CBTA, 5CBTA 각 단일 상태 또는 4CBTA와 5CBTA의 혼합 상태에 해
당하는 물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 이미 내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대하여 선택발명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⑵ 한편 을 제4 내지 6호증에 의하면 4CBTA의 융점(녹는점)이 261~263℃
이고 5CBTA의 융점이 300~305℃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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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알고 있는 기술상식이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유기 화합물의 융점이 높
을 경우 고온의 열이력 하에서 그 물리화학적 성질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도 또한
자명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그리고 선행발명 1에는 CBTA가 사용되는 프레스 가공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 최근 시장에 있어서는 300℃ 이상의 프레스 온도로 적층한 후에도 동장 적층판
의 표면으로부터 캐리어박을 용이하게 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요구
되고 있다. 본건 발명자들이 종래 제창해 온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을
사용하여 300℃ 이상의 온도로 프레스 가공하면, 캐리어박의 박리가 안정되지
않고, 캐리어박이 박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200℃ 이상의 온도로 프레스 가공해도, 캐리어박의 박리가
용이해지는 필러블 타입의 고온 내열성이 우수한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
박(이하, 본건 명세서에서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이
라고 칭한다.)이 요구되어 왔다(식별부호 [8]).
- 이와 같이, 유기 접합 계면층을 구비한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에 있어서,
230℃라고 하는 고온 가열 후에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
도가 저위에서 안정화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술한 본건 발명
에 의한 2개의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
의 대응 가능한 가열 온도는 그 상한이 240℃ 정도에 그친다. 이에, 본건 발명
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3 및 제4 제조방법을 채용함으로써,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 가공의 열이력을 받아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도
가 저위에서 안정화하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의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도출한 것이다(식별부호 [32], [33]).
- 즉, 제3 제조방법은 상술한 제1 제조 방법의 유기 접합 계면층(4)과 전해 동박
층(3) 사이에 이종 금속층(7)을 구비한 구성을 가지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1c)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 제조방법은 상술한 제2
제조 방법의 유기 접합 계면층(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이종 금속층(7)을
구비한 구성을 가지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1d)을 제조하
는 것이다(식별부호 [36]).
- 그런데, 이종 금속층(7)의 존재는 내열 온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미에
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유기 접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이 직
접 접촉한 상태로 프레스 온도가 300℃를 초과하면, 유기 접합 계면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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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기제와, 전해 동박층(3)을 구성하는 구리의 상호 확산이 일정한 레벨로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유기 접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이종
금속층(7)이 배리어층으로서 존재함으로써, 상술한 상호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유기 접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서의 구성 원소의 상호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면, 고온 프레스 조건하에서 유
기 접합 계면층(4, A)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식별
부호 [38]).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최근 시장에 있어서는 300℃ 이상의 프레스 온도로 적층한 후에도 동장 적층판의 표면으로부터
캐리어박을 용이하게 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건 발명자들이 종래 제
창해 온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을 사용하여 300℃ 이상의 온도로 프레스 가공하면, 캐리
어박의 박리가 안정되지 않고, 캐리어박이 박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
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200℃ 이상의 온도로 프레스 가공해도, 캐리어박의 박리가 용이해지는
필러블 타입의 고온 내열성이 우수한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이하, 본건 명세서에서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이라고 칭한다.)이 요구되어 왔다(식별부호 [8]).
- 이와 같이, 유기 접합 계면층을 구비한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에 있어서, 230℃라고 하는 고온
가열 후에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도가 저위에서 안정화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술한 본건 발명에 의한 2개의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
된 전해 동박의 대응 가능한 가열 온도는 그 상한이 240℃ 정도에 그친다. 이에, 본건 발명자들은 다
음과 같은 제3 및 제4 제조방법을 채용함으로써,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 가공의 열이력을 받아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도가 저위에서 안정화하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
된 전해 동박의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도출한 것이다(식별부호 [32], [33]).
- 즉, 제3 제조방법은 상술한 제1 제조 방법의 유기 접합 계면층(4)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이종 금속
층(7)을 구비한 구성을 가지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1c)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리
고, 제4 제조방법은 상술한 제2 제조 방법의 유기 접합 계면층(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이종 금속
층(7)을 구비한 구성을 가지는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1d)을 제조하는 것이다(식별
부호 [36]).
- 그런데, 이종 금속층(7)의 존재는 내열 온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유기 접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이 직접 접촉한 상태로 프레스 온도가 300℃를 초과
하면, 유기 접합 계면층을 구성하는 유기제와, 전해 동박층(3)을 구성하는 구리의 상호 확산이 일정한
레벨로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유기 접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 이종 금속층(7)이 배리
어층으로서 존재함으로써, 상술한 상호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유기 접
합 계면층(4, A)과 전해 동박층(3) 사이에서의 구성 원소의 상호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면, 고온 프레
스 조건하에서 유기 접합 계면층(4, A)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식별부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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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선행발명 1에서 밝히고 있는 CBTA가 사용되는 프레스 가공 환경에 대
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을 실시함에 있어 300℃ 전
후의 고온 프레스 가공의 열이력을 받아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도를 포함한 유기 접합 계면층의 물리화학적 물성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융점이 261~263℃인 4CBTA 보다는 융점이 300~305℃인 5CBTA를 CBTA의 구
체적 물질로 우선적으로 단순히 선택함으로써 구성요소 1의 구성을 쉽게 착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⑸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 제
시된 특허문헌 특허문헌 Ⅰ(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 317574호, 갑 제3-6호증)
에 기대된 아래 표를 근거로 하여 박리층 성분의 융점과 박리 강도의 안정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제3, 4 제조방법에서 사용된 CBTA가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가공의 열이력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여 선행발명 1의 CBTA가
5CBTA인 것을 암시 또는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리층 성분의 화합물과 분리 능력

※ [표 B]는 원고가 특허문헌 1의 표 2의 기재 내용과 갑 제10 내지 17호증에 나타나 있는
위 각 물질의 녹는점(융점)을 같이 정리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표에 의하면, 참고예 2는 박리층 성분으로서 녹는점(융점)
이 300~304℃로 높은 BIT를 사용한 것이나 155℃ 가열 후의 분리 능력(박리 능력)이
‘허용 불가’인 반면 실시예 12는 박리층 성분으로서 융점이 150~153℃로 낮은 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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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것이나 가열 후의 분리 능력이 ‘허용 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고예 2의 BIT(2-벤즈이미다졸티올), 실시예 12의 ATA(3-아미노-1H-1,2,4-트리아
졸)을 비롯한 [표 B]의 각 물질들은 다양한 질소 또는 유황 함유 화합물이나 카르복
실산 화합물 중 임의의 물질들로서 작용기(치환기) 등 화학 구조를 크게 달리하고
있으므로(갑 10 내지 17호증 참조), 그 각 분리 능력과 융점의 관계를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에서 그 실시를 위한 선택지인 4CBTA, 5CBTA 각 단일
상태 및 4CBTA와 5CBTA의 혼합 상태에 해당하는 물질은 질소 함유 화합물 중 카
르복실 치환기를 갖는 트리아졸 화합물은 기본적인 화학 구조를 같이 하는 것들로
서 그 각 융점과 박리 강도의 안정성 등 물리화학적 성질의 안정성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위 특허문헌 Ⅰ에 기
재된 위 표가 선행발명 1로부터 5CBTA를 선택하는 것이 방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CBTA를 실시
물질로서 구체화시킴에 있어서는 박리층(유기 접합 계면층)의 성분과 박리 강도의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에 앞서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가공이라는 환경 하에서 유
기 접합 계면층의 전체적 안정성을 고려할 것이고 그 경우 융점이 261~263℃에 불
과한 4CBTA 보다는 융점이 300℃에 이르는 5CBTA를 좀 더 적합한 물질로 여길 것
은 자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효과의 검토
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 및 예상되는 효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을 부여해도 캐리
어박의 박리 강도가 안정화한 캐리어 부착 동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1인 박리층의 재료로 5CBTA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의 효과는 다층 프린트 배선판을 제조할 때 복수회의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이 주어져도 박리 강도의 상승률{열간 프레스 전의 상태(常態)의 박리 강도
RS0에 대한, 열간 프레스 2회 후의 박리 강도 RS2의 비((RS2-RS0)/ RS0)에 100을 곱
한 것}을 낮추는, 즉 박리 강도를 일정한 범위 내(예를 들면 10∼20gf/㎝, 식별번호
[19])로 안정화시키는 점에 있다(아래 [표 2]의 예 6 부분 참조).
최근의 다층 프린트 배선판의 제조 방법에는, 소위 코어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절연 수지층과
도체층이 교호로 적층되는 코어리스 빌드업법을 사용한 제조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식별번호 [6]).
그런데, 코어리스 빌드업법 등에서의 복수회의 적층에 의해 복수회의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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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면 캐리어박 및 극박 동박 간의 박리 강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
에,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을 부여해도 캐리어박 및 극박 동박 간의 박리 강도가 상승하기
어려운, 즉 박리 강도가 안정화한 캐리어 부착 동박이 요구된다(식별번호 [8]).
본 발명의 캐리어 부착 동박은, 복수회의 적층에 의해 고온 또한 장시간의 열이력이 복수회 주어
지는 코어리스 빌드업법 등의 프린트 배선판의 적층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태(常態)(고온 또한 장시
간의 열이력이 주어지기 전)에서의 박리 강도에 대한 박리 강도의 상승률이 낮은, 즉 안정한 박리
강도(예를 들면 10∼20gf/㎝)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캐리어 부착 동박은, 코어리스
빌드업법 등의 프린트 배선판의 적층 프로세스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식별번호 [19]).
[실시예] 캐리어 부착 동박의 박리강도 평가
1회 또는 2회의 열간 프레스 후의 박리 강도의 측정을 이하와 같이 행했다. 수지 기재로서, 두께
100㎛의 프리프레그(미쓰비시가스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제, GHPL830NX-A)를 준비 했다. 이 수
지 기재에 캐리어 부착 동박을 그 극박 동박 측이 수지 기재와 당접(當接)하도록 적층하여, 압력
2.5㎫ 및 온도 230℃에서 60분간의 열간 프레스 성형을 1회 또는 2회 행하여, 열간 프레스 후의
동장 적층판 샘플을 얻었다. 동장 적층판 샘플에 대하여, JIS C 6481-1996에 준거하여, 수지 기재
면에 적층된 극박 동박으로부터 캐리어박을 박리하여 박리 강도 RS1(열간 프레스 1회 후) 및 박
리 강도 RS2(열간 프레스 2회 후)(gf/㎝)를 측정했다. 이 때, 측정 폭은 50㎜로 하고, 측정 길이는
20㎜로 했다. 열간 프레스 전의 상태의 박리 강도 RS0에 대한, 열간 프레스 2회 후의 박리 강도
RS 2의 비((RS2-RS0)/RS0)에 100을 곱하여 박리 강도 상승률(%)을 산출했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식별번호 [63])
[표 2]

⑵ 선행발명 1의 목적 및 예상되는 효과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은 200℃ 이상의 온도로 프레스 가공해도 캐
리어박의 박리가 용이해지는 고온 내열성이 우수한 캐리어박이 형성된 동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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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식별번호 [8] 참조), 그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본건 발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3 및 제4 제조방법을 채용함으로써, 300℃ 전후의 고온 프레스
가공의 열이력을 받아도, 캐리어박의 전해 동박층으로부터의 박리 강도가 저위에서 안정화하는 고
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의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도출한 것이다(식별부호
[33]).
- 제3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유기 접합 계면층을 산세척 흡착 유기층만으로 구성하고, 당해 유
기 접합 계면층과 전해 동박층 사이에 이종 금속층을 형성한 고온 내열용 캐리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당해 박리 강도는 가열 전 12gf/cm, 230℃에서 1시간 가열 후에는
18gf/cm(표준 편차 0.64gf/cm), 300℃에서 1시간 가열 후에는 25gf/cm였다(식별부호 [56], [59]).
- 제4 실시형태： 본 실시형태는 유기 접합 계면층을 산세척 흡착 유기층과 단순 흡착 유기층으로
구성하고, 당해 유기 접합 계면층과 전해 동박층 사이에 이종 금속층을 형성한 고온 내열용 캐리
어박이 형성된 전해 동박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당해 박리 강도는 가열 전 10gf/cm, 230℃에서
1시간 가열 후에는 15gf/cm(표준 편차 0.37gf/cm), 300℃에서 1시간 가열 후에는 21 gf/cm였다
(식별부호 [60], [62]).

⑶ 양 발명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230℃에서 1시간의 프레싱을 2회 실시한 후
의 박리강도는 구성요소 1에 해당하는 예 6의 경우 17gf/cm이다. 한편, 선행발명 1에
서 위 실시례보다 고온인 300℃에서 1시간 프레싱 후의 박리강도가 21gf/cm이다(선
행발명 1의 제4 실시형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안정한 박리강도의
바람직한 범위로 10~20 gf/cm를 예시하고 있는 점(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식별
번호 [19] 참조)에 비추어 보면, 양 발명의 박리강도의 최종 크기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1의 경우 1회 프레싱 후 측정한 경우이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은 2회 프레싱 후에도 박리 강도를 일정한 범
위 내(예를 들면 10∼20gf/cm 범위 내)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 1의 효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양 발명의 박리강도의 성질이 극박 동박으로부터 캐리어박
의 제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② 캐리어 부착 동박에 대한 프레싱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230℃에서 2회 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은 보다
고온인 300℃에서 1회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실시례가 선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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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의 실시례에 비추어 보다 가혹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결과에
있어서도 양 발명의 각 박리강도가 17gf/㎝ 및 21gf/cm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효과
를 보이는 점, ④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의
구성, 즉 5CBT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성 자체가 실시 상황의 선행발명 1에 이미
내재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프레싱
2회에 의한 박리강도의 안정화 효과는 선행발명 1에 내재된 효과를 다른 측정 형태
에 의해 단순히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발명의 효과를 질적으로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양 발명의 박리강도의 최종 크기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양적으로 현저하
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선행발명 1에 대하여 선택발명의 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1의 효과는 질적 및 양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5) 정리
앞서 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구성에 있어서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착상이 가능하고, 효과에 있어서도 선행발명 1이 갖는 효과
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의 대비
구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2

전
제
부

캐리어박, 박리층 및 극박(極薄)
동박을 이 순서대로 구비한 캐리
어 부착 동박으로서,

<선행발명 1>
- 캐리어박(2), 유기접합 계면층(4) 및 동박(3)이 적층되
어 장합된 전해 동박(1)(식별번호 [1], [9] 및 도 1)
<선행발명 2>
- 감광성 수지 조성물층 또는 경화물층(식별번호 [8],
[9], [14], [58], [78], [88])
- 감광성 엘리먼트(식별번호 [9], [44], [78])

구성
요소
1

상기 박리층이, 5-카르복시벤조트
리아졸(5CBTA)을 단독으로 포함
하는,
캐리어 부착 동박.

<선행발명 1>
- 캐리어박의 표면에 대한 유기 접합 계면의 형성은 유
기제를 50∼2000 ppm 함유하는 산세척 용액을 사
용하여 캐리어박의 표면을 산세척 용해하면서, 동시
에 유기제를 흡착시킴으로써 유기층으로서 형성(식별
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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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2
- 유기제는 질소 함유 유기 화합물 중, 치환기를 갖는
트리아졸 화합물인 1,2,3-벤조트리아졸(BTA), 카르복
시벤조트리아졸(CBTA), N＇,N＇-비스(벤조트리아졸릴
메틸)우레아(BTD-U), 1H-1,2,4-트리아졸(TA) 및 3-아
미노-1H-1,2,4-트리아졸(ATA)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식별번호 [18]).

<선행발명 2>
- 본 발명은 (A) 바인더 폴리머, (B) 중합 가능한 에틸렌
성 불포화기를 갖는 광중합성 화합물, (C) 광중합 개시
제 및 (D) 성분으로서 하기 화학식(4)([별지 2] 참조)로
나타내는 화합물(5CBTA)을 포함하고, ... 또한 상기 (D)
성분의 함유량이 상기 (A) 성분과 (B) 성분의 총량
100 중량부에 대해, 0.01∼0.5 중량부인 감광성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0]).

- 화학식(4)로 나타낸 (D) 성분인 벤조트리아졸 유도체
는 주로 본 발명의 감광성 수지 조성물의 밀착성 및
광감도 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당해 감광성 수지 조
성물에 첨가된다. (D) 성분으로는, 예를 들면 카르복
시벤조트리아졸 또는 그 유도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중에서 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로는 5-카르복시벤
조트리아졸, 4-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을 들 수 있지만,
5-카르복시벤조트리아졸이 밀착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식별번호 [37]).

2)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1의 구성 검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다 같이 프린트 배선판의 제
조에 관한 것으로, 전제부가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은 유기
제의 재료를 5CBTA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CBTA라는 상위개념적 구
성만 나타나 있어 양 발명은 구성상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의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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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발명 1의 CBTA는 화학구조상 4CBTA, 5CBTA 각 단일 상태 및
4CBTA와 5CBTA의 혼합 상태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CBTA가 그 실시 상황에서는 4CBTA
단독, 5CBTA 단독 또는 4CBTA와 5CBTA의 혼합 중 어느 하나의 구성으로 구체적
으로 사용되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⑵ 한편, 선행발명 2의 실시예에는 ‘(D) 성분’을 단지 ‘카르복실벤조트리아
졸(CBTA)’이란 상위개념의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 식별부호 [37]에 “5-카르
복시벤조트리아졸(5CBTA)이 밀착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재되어 있
고, 일반적으로 실시례에는 해당 발명의 최선 상태를 제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실시례의 CBTA가 구체적으로 5CBTA임을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
다. 선행발명 2의 실시예에 의하면,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5CBTA를 포함시킨 경우
(실시례 1 내지 4)에 한하여 감광성 수지의 경화 레지스트가 기판으로부터 박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실시를
위해 CBTA의 구체적 물질로 5CBTA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⑶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할 기술적 동기를 충분
히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구성요소 1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⑷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선행발명 1의 박리층은 금속과 박리되는 것
임에 반해 선행발명 2의 경화물층은 수지인 표면 경화층과 박리되는 것으로 양 발
명은 장합되는 대상의 재질이 다르고, ② 선행발명 2의 ‘박리성’은 감광 경화물층을
강알칼리성 수용액 등에 침지하여 표면 수지층으로부터 제거할 때의 용이성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박리 강도’인 `캐리어박을 수작업으로 극박 동박으로부터 박리
할 때의 강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③ 또한 선행발명 2의 감광성 수지 조성물의 경화
물층(유기 경화물층)에 포함된 CBTA{(D) 성분}는 극미량 성분에 불과함에 반해 선
행발명 1의 유기 박리층은 CBTA를 주된 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양 발명은 성분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행발명 1과 2는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 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박리가 일어나는 계면이 선
행발명 1의 경우 캐리어박층 위의 박리층(흡착 유기층)과 극박 동박 사이에 형성되
고 선행발명 2의 경우도 유기 경화물층과 기판 위의 표면 수지층 사이에 형성된다.
그러나 양 발명에서 흡착 유기층 또는 유기 경화물층이 박리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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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선행발명 1의 식별부호 [68] 및 선행발명 2의 식별부호
[88] 각 참조) 선행발명 1의 흡착 유기층 또는 선행발명 2의 유기 경화물층이 각 장
합되는 대상인 극박 동박 또는 표면 수지층과 양 발명에서의 각 박리성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박리층 또는 경화물층이 장합되는 대상의
재질이 다르다고 하여 양 발명의 상호 기술적 응용이 방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선행발명 2에서 감광
성 수지 조성물로 된 경화물층이 표면 수지층에서 박리되는 것은 유기 경화물층이
강알칼리성 수용액 속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작용을 거치고 그 용이성이 시간
(초)으로 측정된다.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동박 재질(식별부호 [43] 참조)인 캐리어
박이 극박 동박에서 박리되는 것은 캐리어박 위의 흡착 유기층이 극박 동박으로부
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작용을 거치고 그 용이성이 강도(gf/㎝)로 측정되므로 양 발
명에서 박리 작용의 형태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선행발명 2의 유기
경화물층 또는 선행발명 1의 흡착 유기층이 표면 수지층 또는 극박 동박의 표면으
로부터 각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고 그 박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CBTA 성분에
있으므로(선행발명 2의 표 1, 2 및 선행발명 1의 식별부호 [88] 각 참조), 통상의 기
술자로서는 양 발명을 결합할 동기를 가진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주장 ③ 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선행발명 2의
유기 경화물층에 CBTA가 감광성 수지 조성물 중 하나의 성분으로서 극미량만 함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화물층 박리 시간의 단축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어
있는 이상(표 1, 2 및 식별부호 [88] 참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러한 기술내용을
역시 CBTA 물질로 캐리어박의 박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을 구체
화시키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에서의
CBTA 함량의 차이가 양 발명의 결합에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성요소 1의 효과 검토
선행발명 1에 대하여 선택발명의 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1의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질적 및 양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61 -

2. 2017허6989 거절결정(특) 2018. 5. 17.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기록매체에 담긴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발명의 명칭

및 장치, 및 모바일기기와 원격진료의료기관의 원격판독장치 간에 의료영상
및 원격판독결과를 송수신하는 의료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방법 및 장치

관련사건

쟁점사항

특허출원번호

심판번호

제10-2014-42027호

2016원1194

<진보성>
 청구항 1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 만족 여부
 을 제1호증 : 최종명세서(1020140042027,2015.12.28 )
 을 제2호증 : 입력포트정의(네이버지식백과,2011.01.20)
 을 제3호증 : 안드로이드OS USB포트지원(2010.12.07)
 을 제4-1호증 : 비손실압축정의(네이버지식백과, )
 을 제4-2호증 : 비손실압축정의(위키백과사전)
 을 제4-3호증 : 의료영상무손실압축(인터넷신문기사)

입증방법

 을 제5-1호증 : QR코드용어(네이버지식백과)
 을 제5-2호증 : QR코드의정체(네이버지식백과)
 을 제5-3호증 : QR코드원격제어(인터넷신문기사)
 을 제6호증 : 키오스크(네이버지식백과, 2010)
 을 제7-1호증 : DICOM용어정의(위키백과사전)
 을 제7-2호증 : DICOM 표준 압축기술(전자신문기사)
 을 제7-2호증 : DICOM 표준압축기술이 적용된 PACS서버
이 사건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에 대한 판단
위 구성 1 내지 3은 기록매체를 입력장치에 로딩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입력받는다는 점(‘차이 1’)과 영상입력장치는 개인용 컴퓨터(PC)

심결요지

라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 1’의 기록매체를 입력장치에 로딩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의료
영상을 입력받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PACS,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CD/USB로부터 HeSeL Writer에서 의료영상 정보를 전송받는 구성이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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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브로셔 3쪽 하단 참조), CD/USB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상 정보를
전송받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영상입력장치에 로딩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항이며, ‘차이 2’의 영상입력장치가 개인용컴퓨터
(PC)라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HeSeL Writer는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방
식을 갖는 키오스크(KIOSK) 형태의 장치 이지만, 그 실체적인 구성은 개인용
컴퓨터(PC)이므로, 그 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1 내지 3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차이점 1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4 및 5에 관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면 재생시
판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므로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전송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한편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
전송속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손실없이 압축하여 크기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⑵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을 위해 ‘손실 없는
판결요지

압축기법’(비손실 압축)이 주로 적용되고 있었던 사실,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표준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 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을 총칭하는
것이고, 1993년 처음 발표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 DICOM
표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국제 표준압축 포맷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 DICOM 표준에서도 비손실 압축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영상 데이터를 압축하여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발
명 1에서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을 DICAOM file 상태로 전송하는
구성이 기재(3면)되어 있어 압축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⑶ 따라서 영상입력장치가 의료영상 정보를 보바일기기로 전송함에 있어
비손실 압축된 DICOM file 형태로 수신하여 그대로 송신할 것인지, 원본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입력장치에서 비손실 압축을 한 다음 송신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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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술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 및 5에서
영상입력장치가 원본 파일을 받은 후 의료영상 정보에 대하여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지관
용기술에 해당한다.
2. 차이점 2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6에 관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식별번호 [58]에 의하면 QR코드는 CD영상입력장치의 IP 주소와 포트
및 wifi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6의 그 기술적 특징은
영상입력장치가 QR코드를 표시하고 모바일기기가 이를 스캔함으로써 영상
입력장치와 모바일기기 사이에 wifi 통신접속이 이루어져서 의료영상이 전송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에서도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관리 및 열람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의료영상을 wifi를 통해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4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wifi 접속을 위한
통신접속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것이다.
⑵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처럼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
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QR코드는 1994년경 개발되어 2차원적 구성으로 인하여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몇 명함 정도 등을
담을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무선AP, 가전 등이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드를 변경하면서 와이파이
(wifi) 설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6의
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에 관한 기술사항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주지관용기술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5호증의 3에 개시된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사이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기술사항은 가전제
품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때 무선인터넷 설치, 소비자 정보등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가전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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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가전제품 제어용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될 뿐만 아니
라, 스마트폰·무선AP·가전 등에 대하여 와이파이 설정을 수행하고, 와이파
이 설정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완성되면 기기등록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용자정보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사항으로 보인다).
⑶ 선행발명 1에는 HeSeL writer에서 ‘HeSeL 앱다운로드’ 및 ‘병원등록’에
있어서 이미 QR코드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점(1면)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
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통신접속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드 기술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wifi 통신접속과 관련하여 코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구성요소 6의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과 선행발명
1의 ‘모바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3면)은 결국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와 모바일기기(HeSeL reader) 사이에 wifi 통신접
속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통신접속을 통해 의료영상 전송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구성요소 6의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생성 및 모바일기기의 코드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이 선행발명 1의 ‘모바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
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며 상승된
작용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청구항 1

비교대상발명 1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
전
제
부

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 CD/USB, 의료기기 등에 저장된 의료영상 등
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개인의 진료기록을 HeSeL writer를 통해 읽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 들여 HeSeL 앱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
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는 방식(선행발명 1의 2,3,4면)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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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구성
요소
1

이 사건 청구항 1

비교대상발명 1
HeSel writer에서 USB 기록매체를 통한 진료기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 록 영상입력(선행발명 1의 3면)
의 입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

구성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

요소

어 들여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

2

는 단계
다운받을 영상 선
택을 위해 영상정

구성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

요소

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3

구성
요소
4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이(선행발명 1의 3
면)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 진료기록영상을 DICOM 파일상태로 전송
상 정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 (선행발명 1의 3면)
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

구성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

요소

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

5

보항목을 디스플레

하는 단계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
구성

서 상기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요소

압축된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

6

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상기 디스

HeSeL writer에서 다운로드 받을 영상을 선택하
고, 이를 HeSel reader로 전송하는 구성(선행발
명 1의 3면)

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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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청구항 1

비교대상발명 1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기 의료영상
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상기 스토
리지부에 저장된 비손실 압축된 의료
영상을 상기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 원고 주장
1.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 제30조 제3항과
특허법 제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행발명 1은 진보성 거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항 1에 대한 진보성 판단은 사후적 고찰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2014년 4월 8일 출원된 것이어서 위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1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2는 이유가 없다.

◈ 검토 의견
원고는 선행발명 1이 원고의 제품을 설명하는 팜플릿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에 대한 개
시가 없어 이 사건 청구항 1과 차이가 있고,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은 명백한 사후적 고찰이
라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이 사건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을 구성대비하고 차이점을 도
출한 뒤, 양 대응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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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1.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전제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는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
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
법에 있어서”이다.
위 전제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CD/USB, 의료기기 등에 저장된 의료영상 등 개
인의 진료기록을 HeSeL Writer를 통해 읽어 들여 HeSeL 앱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방법과 대응된다(브로셔 1, 3쪽 등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기록매체 등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HeSeL 앱)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1 내지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력포
트에 로딩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상
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는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이다.
위 구성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CD/USB 기록매체, 의료기기 등에서 환
자의 진료기록 영상을 HeSeL Writer에서 전송받고, 전송받은 진료기록 영상 정보를
HeSeL Writer에 표시하여 다운받을 영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성과 대응된다.
살피건대, 위 대응구성은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에 입력받고, 입력받은 의료
영상의 정보를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
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1 내지 3은 기록매체를 입력장치에 로딩하여 기록
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입력받는다는 점(‘차이 1’)과 영상입력장치는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 1’의 기록매체를 입력장치에 로딩하여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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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력받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PACS,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CD/USB로부터
HeSeL Writer에서 의료영상 정보를 전송받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브로셔 3쪽 하
단 참조), CD/USB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상 정보를 전송받기 위해서는 기록매체
를 영상입력장치에 로딩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항이며,
‘차이 2’의 영상입력장치가 개인용컴퓨터(PC)라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HeSeL
Writer는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방식을 갖는 키오스크(KIOSK) 형태의 장치 이지만,
그 실체적인 구성은 개인용 컴퓨터(PC)이므로, 그 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1 내지 3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
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구성 4 및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는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
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이다.
살피건대, 위 구성 4, 5의 대응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구성 4의 대용량 영상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원본
화일을 비손실 압축방식으로 압축한 후 이를 전송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전
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이의 적용에 별다른 기술적 어
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구성 5의 압축 변환된 정보를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자진 자가 필요에 따라 변환된
정보를 메모리장치에 파일로 임시 저장하고, 해당 정보가 전송 완료되면 삭제하도
록 하는 단순설계사항 이상의 기술적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업렵다.
따라서, 구성 4, 5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기술분야
에서 널리 알려진 범용기술의 단순 적용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구성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은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기 모
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
드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기 의료영상을 전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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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면, 상기 스토리지부에 저장된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상기 모바일 기
기로 전송하는 단계”이다.
위 구성 6은 비교대상발명 1의 HeSeL Writer에서 HeSeL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기기(HeseL Reader)로 WiFi방식으로 진료기록 영상을 전송하는 구성과 대
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영상입력장치에서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로 의료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
통된다. 다만, 위 구성 6은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하여 전송을 요청한다
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기 차이점은 ① WiFi 통신방식을 통해 모바일 기기로 의료정보를 전
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송수신을 위한 통신 접속정보(IP주소, 서비스 포트,
WIF 정보 등)를 상대방 기기에 전달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항이고, ②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WiFi를 통해 진료기록 영상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기의 HeSeL
앱과 접속되는 HeSeL Writer의 통신접속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야 하는 사항이며, ③ QR코드 등에 기기간 통신접속 정보를 삽입하여 표시하고, 이
를 모바일 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
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용기술로서 이의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비교대상발명 1의 HeSeL Writer의 화면에서도 QR코드를 표시하여 ‘앱
다운로드’, ‘병원등록’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브로셔 3쪽 참조)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에 특유의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6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
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진보성 판단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
고, 목적의 특이성이나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유의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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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CD/USB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

전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

관리 및 열람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부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

설치된 HeSeL reader로 wifi를 통해 전송하는

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에 있어서,

HeSeL 장치의 전송방식(1~4면).

◦ CD/USB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3면).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력
포트에 로딩하는 단계(‘구성요소 1’);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1~3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구성요
소 2’);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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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eL writer(KIOSK)에서 다운받을 영상
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3면).

구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 HeSeL writer(KIOSK)에서 다운받을 영상
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3면).
◦ PACS 등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

4~5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

을 DICOM 파일 형태로 HeSeL writer(KIOSK)

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해 비

로 전송(3면).

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구성요소 4’);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
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구성
요소 5’);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기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관리 및 열람기능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

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

reader로 wifi를 통해 전송(3면).

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및
6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
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
로써 상기 의료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상기 스토리지부에 저장된 비손실 압축된 의
료영상을 상기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2)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전제부, 구성요소 1 내지 3의 (실질적) 동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기록매체에 담
겨 있는 의료영상(CD/USB에 저장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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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진료기록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처럼 선행발명 1에서도 CD/USB 등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에 해당하는 HeSeL writer에 입력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CD/USB 등을 HeSeL writer의 입력포트에 로딩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
술자에게 당연한 기술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기록매체
(CD/USB 등)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로 입력(전송)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와 선
행발명 1에서 HeSeL writer의 화면은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들인 의료영상의 정보(다
운받을 영상)를 표시(선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4 및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바일기기
(HeSeL reader)로 전송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부(화면)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다운받을 영상을 선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에서 진료기
록 영상을 HeSeL writer에서 전송받으므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
에 임시 저장하는 구성요소 5의 특징은 선행발명 1에서도 당연히 구비하고 있거나
쉽게 적용이 가능한 단순한 기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구성요소 4 및 5는 영상입력장치가 의료영상 정보에 대하여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HeSeL writer가 진료기록 영상을
DICOM 파일 형태로 전송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은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가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의료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처럼 의료영상을 수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
는 코드를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모바일기기에서 이를 스캔함
으로써 의료영상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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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발명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4 및 5에 관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면 재생시 판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므로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전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네트
워크 사용자에게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 전송속도도 중요한 고
려사항이므로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손실없이 압축하여 크기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⑵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을 위해 ‘손실 없는 압축기법’(비손실
압축)이 주로 적용되고 있었던 사실,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표준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 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을 총칭하는 것이고, 1993년 처음 발표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 DICOM 표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국제 표준압축 포맷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 DICOM 표준에서도 비손실 압축 기
술을 적용하여 의료영상 데이터를 압축하여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
고, 선행발명 1에서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을 DICAOM file 상태로 전송하는
구성이 기재(3면)되어 있어 압축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⑶ 따라서 영상입력장치가 의료영상 정보를 보바일기기로 전송함에 있어 비손
실 압축된 DICOM file 형태로 수신하여 그대로 송신할 것인지, 원본 데이터를 수신
하여 영상입력장치에서 비손실 압축을 한 다음 송신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
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 및 5에서 영상입력장치가 원본 파일을 받은
후 의료영상 정보에 대하여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
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나) 차이점 2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6에 관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식별번호 [58]에 의하면 QR코드는 CD영상입력장치의 IP 주소와 포트 및
wifi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6의 그 기술적 특징은 영상입력장치
가 QR코드를 표시하고 모바일기기가 이를 스캔함으로써 영상입력장치와 모바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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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이에 wifi 통신접속이 이루어져서 의료영상이 전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선행발명 1에서도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관리 및 열람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
로 의료영상을 wifi를 통해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4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wifi 접속을 위한 통신접속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
술자에게 당연한 것이다.
⑵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처럼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
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QR코드는 1994년경 개발되어 2차원적 구성으로 인하여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
(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몇 명함 정도 등을 담을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무선AP, 가전 등이 사전 정의
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드를 변경하면서 와이파이(wifi) 설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
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6의 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에
관한 기술사항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주지관용기술을 선행발명 1
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5호증의 3에 개시된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사이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기술사항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때 무선인터넷 설치, 소비자 정보등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
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가전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가전제품 제어용 애플리
케이션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무선AP·가전 등에 대하여 와
이파이 설정을 수행하고, 와이파이 설정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완성되면 기기등록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용자정보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사항으로 보인다).
⑶ 선행발명 1에는 HeSeL writer에서 ‘HeSeL 앱다운로드’ 및 ‘병원등록’에 있
어서 이미 QR코드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점(1면)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통신접속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드
기술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wifi
통신접속과 관련하여 코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구성요소 6의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과 선행발명
1의 ‘모바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3면)은 결국 영상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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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HeSeL writer)와 모바일기기(HeSeL reader) 사이에 wifi 통신접속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통신접속을 통해 의료영상 전송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작용
효과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구성요소 6의 영상입력장치
의 코드생성 및 모바일기기의 코드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이 선행발명 1의 ‘모바
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하
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며 상승된 작용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등록이 거
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76 -

3. 2017허7920 거절결정(특) 2018. 7. 20.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일회용 다기 세트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0099285

2016원1830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3호증: 선행발명 1
 을 제4호증: 선행발명 2
 을 제6호증: 선행발명 4

입증방법

 을 제7 내지 9호증: 바깥쪽 용기의 내부에 그보다 작은 용기가 수용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임을 보이는 문헌
 을 제10 내지 14호증: 하나의 용기에서 제조한 음료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임을 보이는 문헌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일회용 식품용기에 관한 것이
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하나의 용기에 다른 용기들을 중
첩 수납하여 여러명이 식품을 나누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
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기술사상을 공유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발
명과 비교대상발명 2가 여러 사람이 식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의 용기
내에 복수의 용기를 중첩 수납하는 일회용 식품용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심결요지

서 기술사상을 공유하는 이상, 위 식품용기를 다기세트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용도의 전환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 3은 최하단 보조용기 하부의 받침대 내측에 티백을 포함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내부 용기의 내에 라면을 수납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
은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을 살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용기가 내부에 식품을 수납하기 위한 구성인 이상, 내부에 라면을 수
납할 것인지 티백을 수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한 선택사항
에 불과하고, 수납위치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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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든지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비교대
상발명 1에서 일회용 컵의 저면부에 부직포와 차분말을 배치한 구성을 도
시하고 있고 일회용 컵을 중첩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4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가장 큰 용기(본체) 상부에 티백을 1
개만 배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발명 2의 청구항이나 명세서에 용기(10) 내부에 수용되는 다른 용
기(12, 14)들이 완전히 수용된다는 직접적 기재는 없으나, 선행발명 2의 명
세서 중 “가장 외부의 용기(10) 상부에 필름형태의 뚜껑(30)을 씌워 밀봉
시켜 구성된다”라는 기재와 <도 1>을 참작해 보면, 선행발명 2 역시 가장
외부의 용기(10)와 그 상부의 뚜껑(30)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내부에
실질적으로 다른 용기(12,14)들이 완전히 수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커버(뚜껑)에 의해 밀폐되
는 구조여서 보관 중 습기의 침투로 인한 내부 구성물의 변질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바깥쪽 용기의 내부에 그보
다 작은 용기가 수용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
에 이미 상품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일 뿐 아니라, 수용되는
용기들의 크기를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판결요지
(청구기각)

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용기가 내부에 식품을 수납하기
위한 구성인 이상, 내부에 라면을 수납할 것인지 티백을 수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수납위치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더욱이 선
행발명 4의 명세서 중 “종이컵(1)의 내측 하면에 티백(110)의 일측 모서
리와 폴리에틸렌층(12a)과의 접합점(15)이 형성되어 컵 본체(12)의 내면
에 티백(110)이 일체로 고정된 구조이다.”라는 기재 및 “컵 본체(12)의 내부
에 티백(110)이 일체로 구비되는 것이므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자동 판
매에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도 5>를 종합해 보면, 선행발명
4의 티백(110)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일 측단이 종이컵 내부의 바
닥에 고정되어 종이컵에 물을 부었을 때 티백이 떠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티백의 일 측단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본체와 그 구성형태가 동일하며, 녹차를 우려내는 기능 역시 다르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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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2, 4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상단이 개구되고 내부공간을 구비하는 본체

[선행발명 2]

(이하 ‘구성요소 1’); 서로 적층된 상태에서 최

용기(10)의 내부에는 동일 형태로 이루어

상단까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완전히 수용되

지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용기(12,

는 것으로서, 각각 저면 가장자리를 따라 하

14)가 중첩되어 끼워져 있으며, 가장 내부

부로 돌출된 받침부를 구비하고 내부가 비어

의 용기(14)에 라면(20)과 수프(22)를 용기

있는 다수의 보조용기(이하 ‘구성요소 2’) 일 측

(10, 12, 14)의 갯수에 맞게 적절히 수납하

단이 상기 본체의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고, 가장 외부의 용기(10) 상부에 필름형태

상기 다수의 보조용기 중 최하단 보조용기의

의 뚜껑(30)을 씌워 밀봉시켜서 구성되고

하부에서 상기 받침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티

있다(2면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도 1)

백(이하 ‘구성요소 3’); 상기 티백과 상기 다수
의 보조용기가 모두 수용된 상태에서 상기 본
체의 상단에 결합되는 커버(이하 ‘구성요소 4’)
를 포함하는 일회용 다기세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선행발명 4]
- 종이컵(1)의 내측 하면에 티백(110)의 일
측 모서리와 폴리에틸렌층(12a)과의 접
합점(15)이 형성되어 컵 본체(12)의 내면
에 티백(110)이 일체로 고정된 구조이다.
- 컵 본체(12)의 내부에 티백(110)이 일체
로 구비되는 것이므로 자동 판매기를 이
용한 자동 판매에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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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선행발명 1]
- 일회용 컵(10)의 하단부는 하부에 형성된
보강판(15)에 의하여 일정한 공간이 형성
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일회용 컵(10) 내부
공간에 녹자와 같은 차분말이 내장되게
된다.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 즉 “전통적인 다기 세트를 대신하여 여러 사람이 보다 간편하
게 ‘전통 방식의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일회용 다기 세트의 제공”이라는 목적은 선행발명
1, 2에 기재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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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와 보조용기는 다기세트의 ‘다관’과 ‘찻잔’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 2에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차를 우려내는 다관(본체)과 차를 마시는 용기(보조용기)가 분리되
어 있어서, 차를 우려낸 다음 가장 최적의 상태로 우려낸 차를 보조용기에 따라서 마실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상이한 선행발명 1, 2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명세서
에 기재된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일회용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용기를 제공’하는
목적은 선행발명 1, 2, 4에 개시된 그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1, 2가 다기세트의 다관 및 찻잔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구성 1인 본체에 담긴 차를 그대로 마시는 것을 배제하
는 표현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2 실시예의 도 8을 살펴보면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일회용 컵 형상으로서 도면에 도시된 관통
홀을 통해 본체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와 보조용기의 용도를 각각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별개의 기
능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제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전통 다기
세트 구성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효과의 현저성이 부정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와 보조용기 구성이 다기세트의 다관과
찻잔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본체에서만 차를 우려내
어 나머지 보조용기에 담아 마시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와 보조용기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만약 전통적인 다
기세트의 다관과 찻잔에 각각 대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통적인 다기
세트에 포함된 여러 구성품 중 차를 우려내는 다관과 우려낸 차를 담는 찻잔을 선택하여
그 사용방식만을 본체 및 보조용기에 단순히 적용한 정도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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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회용 다기세트에 관한 것으로 전통적인 다기세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명이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일회용 다기 세트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1, 1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녹차 등을 음용할 수 있
는 차가 내장된 일회용 컵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16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하나
이상의 용기 내부에 다른 용기를 중첩되게 수납하는 중첩된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일회용 식품용기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하나의 용기에 다른 용기들을 중첩 수납
하여 여러명이 식품을 나누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
명 2는 기술사상을 공유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통적인 다기 세트를 대신하여 여
러 사람이 보다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일회용 다기세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는데 반해 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가 여러 사람이 식품
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의 용기내에 복수의 용기를 중첩 수납하는 일회용 식품용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사상을 공유하는 이상, 위 식품용기를 다기세트로 활용
하는 것은 단순한 용도의 전환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성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은 ‘상단이 개구되고 내부공간을 구비하는 본체’인데, 이는 비교대
상발명 2의 소정 깊이를 가지며 상단에 개구부를 갖는 외부 용기(10)와 동일하다(도
1 참조).
나) 구성 2
구성 2는 ‘서로 적층된 상태에서 최상단까지 본체의 내부에 완전히 수용
되는 것으로서, 각각 저면 가장자리를 따라 하부로 돌출된 받침부를 구비하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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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어 있는 다수의 보조용기’이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외부 용기(10)
내에 중첩되어 수납되는 복수의 내부 용기(12, 14) 구성 및 내부 용기는 받침부 형태
를 포함하는 구성이다(도 1 참조). 양 발명은 외부 용기 내에 중첩 수납되는 보조
용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 3
구성 3은 ‘일 측단이 본체의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다수의 보조용기 중
최하단 보조용기의 하부에서 받침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티백’이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내부 용기 내에 라면과 스프를 수납하는 구성이다(도 1 참조).
구성 3은 최하단 보조용기 하부의 받침대 내측에 티백을 포함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내부 용기의 내에 라면을 수납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을 살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용기가 내부
에 식품을 수납하기 위한 구성인 이상, 내부에 라면을 수납할 것인지 티백을 수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수납위치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기 내부의 어느 곳이든지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서 일회용 컵의 저면부에 부직포와 차분말을
배치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고 일회용 컵을 중첩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도 4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가장 큰 용기(본체) 상부에 티백을 1개만
배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구성 4
구성 4는 ‘티백과 다수의 보조용기가 모두 수용된 상태에서 본체의 상단
에 결합되는 커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내부 용기가 외부 용기 내에 모두
중첩 수납된 상태에서 외부 용기의 상면에 씌우는 필름 형태의 뚜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도 1 참조).
3) 효과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러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외부 용기에 복수의 내부 용기를 중첩하여
여러 사람이 식품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비교대상발명 1의 일회용 컵 하단
에 티백을 포함하여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쉽게 예측
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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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차를 우려내는 본체와 차를 마시
는 보조용기가 분리되어 있어서 본체에서 차를 우려낸 후 최적의 상태로 우려낸 차
를 보조용기에 따라 마실 수 있는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차를 우려내는 본체와 차를 마시는 용기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기
술이 다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상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기술상식
을 같은 식품분야 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2에 결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
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본체와 보조 용기를 분리하여 차를 우려낼 수 있는 효
과는 쉽게 예측되는 정도의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진 ‘일회용 다기세트’에 관한
것인데, 이를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2

[구성요소 1] 상단이 개구되고 내부공간을 구비하 용기(10)의 내부에는 동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적어
도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용기(12, 14)가 중첩되어

는 본체
[구성요소 2] 서로 적층된 상태에서 최상단까지 상
기 본체의 내부에 완전히 수용되는 것으로서, 각각
저면 가장자리를 따라 하부로 돌출된 받침부를 구
비하고 내부가 비어 있는 다수의 보조용기

끼워져 있으며, 가장 내부의 용기(14)에 라면(20)과
수프(22)를 용기(10, 12, 14)의 갯수에 맞게 적절히
수납하고, 가장 외부의 용기(10) 상부에 필름형태의
뚜껑(30)을 씌워 밀봉시켜서 구성되고 있다(2면 ‘고
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도 1)

[구성요소 3] 일 측단이 상기 본체의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다수의 보조용기 중 최하단 보조용
기의 하부에서 상기 받침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티백
[구성요소 4] 상기 티백과 상기 다수의 보조용기가
모두 수용된 상태에서 상기 본체의 상단에 결합되
는 커버를 포함하는 일회용 다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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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2

2) 구성요소별 상세 비교
가) 공통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선행발명 2의 ‘용기(10, 12, 14)’, 구
성요소 3은 선행발명 2의 용기 내부에 수납되는 ‘라면(20)과 수프(22)’, 그리고 구성
요소 4는 선행발명 2의 ‘가장 외부의 용기(10) 상부에 씌워지는 필름형태의 뚜껑
(30)’과 각각 대응하고, 양 발명은 용기와 그 용기 내부에 하부로 돌출된 받침부를
구비한 다른 용기가 여러 개 수용되고, 또한 용기 내부에는 식품이 수납되며 가장
외부의 용기는 뚜껑이 결합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차이점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조용기는 서로 적층된 상태에서 최상단까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완전히 수용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용기(10) 내부에 수용
되는 다른 용기(12, 14)들이 최상단까지 용기(10) 내부에 완전히 수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티백은 일 측단이 본체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보조용
기의 받침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용기 내부에 수납되는 것이 티
백이 아닌 라면과 수프로서 그 고정 상태나 위치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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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차이점 1에 대한 평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차이점 1은 선행발명 2와 구성 및 작용효과면
에서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주지관용
기술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
에 불과하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선행발명 2의 청구항이나 명세서에 용기(10)
내부에 수용되는 다른 용기(12, 14)들이 완전히 수용된다는 직접적 기재는 없으나,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가장 외부의 용기(10) 상부에 필름형태의 뚜껑(30)을 씌워
밀봉시켜 구성된다.”라는 기재와 <도 1>을 참작해 보면, 선행발명 2 역시 가장 외부
의 용기(10)와 그 상부의 뚜껑(30)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내부에 실질적으로 다
른 용기(12, 14)들이 완전히 수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커버(뚜껑)에 의해 밀폐되
는 구조여서 보관 중 습기의 침투로 인한 내부 구성물의 변질을 방지한다는 작용효
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바깥쪽 용기의 내부에 그보다 작은 용기가 수용되도록 하는 기술구
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상품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
일 뿐 아니라, 수용되는 용기들의 크기를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평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
을 고려하면, 차이점 2 또한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용기가 내부에 식품을 수납하기 위
한 구성인 이상, 내부에 라면을 수납할 것인지 티백을 수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
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수납위치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2) 더욱이 선행발명 4의 명세서 중 “종이컵(1)의 내측 하면에 티백(110)의
일측 모서리와 폴리에틸렌층(12a)과의 접합점(15)이 형성되어 컵 본체(12)의 내면에
티백(110)이 일체로 고정된 구조이다.”라는 기재 및 “컵 본체(12)의 내부에 티백(110)
이 일체로 구비되는 것이므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자동 판매에도 매우 유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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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기재 와 <도 5>를 종합해 보면, 선행발명

선행발명 1의 <도 4>

4의 티백(110)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일 측단
이 종이컵 내부의 바닥에 고정되어 종이컵에 물을
부었을 때 티백이 떠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티백의 일 측단이 바닥에 고정
되어 있는 본체와 그 구성형태가 동일하며, 녹차를
우려내는 기능 역시 다르지 않다.
(3) 또한 선행발명 4의 종이컵이 자동 판매기
에서 이용되려면, 선행발명 4도 종이컵이 적층될 때
에 티백(110)이 종이컵의 하단 받침부의 내측에 위
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한다. 한

선행발명 4의 <도 5>

편 이에 대해서는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더욱 구
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일회용 컵(10)의 하단부는 하부에 형성된 보강판
(15)에 의하여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일회용 컵(10) 내부공간에 녹자와 같은 차분말
이 내장되게 된다.”라는 기재와 <도 4>를 참작해 보
면, 선행발명 1 역시 일회용 컵(10)이 적층되었을
때, 차분말은 일회용 컵(10)의 보강판(15) 내측에 위
치하는 구성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선행발명들간의 결합의 용이성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4
를 결합하는 것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합이 용이하다.
(1) 선행발명 1은 ‘차가 내장된 일회용 컵’, 선행발명 2는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용기’, 선행발명 4는 ‘티백이 내장된 종이컵’으로서 선행발명 1, 2, 4는 내부에
식품을 수용하고 있는 일회용 용기라는 측면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단지 수
납되어 있는 식품의 종류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위 선행발명들이 용기 내부에 식품을 담기 위한 구성인 이상, 그 내부에
차와 같은 티백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품을 담을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3) 위 선행발명들에 사용된 용기는 컵모양으로 구성된 일회용 용기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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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구조가 같으므로 위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위해 용기의 구조 변경이 수반된
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 밖에 선행발명들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
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목적의 특이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전통 방식의 다도’를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이나 뒤에서 보는 작용 효과 등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수요자로 하여금 전통 방식의 다도가 제공하는 것
과 유사한 만족감을 주거나 적어도 이를 대체할 정도의 효용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그러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일행이 여러 명
인 경우에는 별도로 컵을 준비해야 하고, 컵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맞게 일회용 다기를 구입해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
를 안고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다기 세
트를 대신하여 여러 사람이 보다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일회용 다기 세트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다기세트를 사용하면 별도로
컵을 준비하거나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려낼 차의 양이나 인원수를 감안하여 티백에 담기는
차의 양을 차등화하여 한 번에 수 회 이상 차를 우려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기의 반복 재활용을 유도하여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기재 내용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통 방식의 다도’를 즐길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과제는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일회용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용기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선행발명들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의 곤란성 및 작용효과의 현저성 주장에 관한 판단
전통적인 다관은 찻물이 식지 않도록 하는 보온 기능을 갖는 반면, 이 사
건 출원발명의 본체는 그 내부에 티백이 고정되어 있어 차를 우려내는 기능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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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찻물이 식지 않도록 하는 보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본체는 전통적인 다관의 기능과 그대로 대응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차를 우려내는 용기로서만 기능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기능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분말 또는 티백이 부착되어 있는 컵에 관한 기술인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
명 4에 이미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본체에서만 차를 우려내어
나머지 보조용기에 담아 마시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와 보조용
기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하나의 용기에서 제조한 음료를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을 제
10~14호증의 각 기재에서 인정할 수 있듯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널
리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본체와 보조용기가 전통적인
다기세트의 다관과 찻잔에 각각 대응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통적
인 다기세트에 포함된 여러 구성품 중에서 차를 우려내는 다관과 우려낸 차를 담는
찻잔을 선택하여 그 사용방식만을 본체 및 보조용기에 단순히 적용한 정도에 불과
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작용효과와 관련해서도, 차의 맛은 물의 온도, 차
를 우려내는 시간, 마시는 사람의 개인적 취향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본체에서 차를 우린 후 각 보조용기에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린 후의 차의 맛이나 향이 상대적으
로 좋아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검토결과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
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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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허1240 등록정정(특) 2018. 8.1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심판번호

특허 제405048호

2017정117호

<정정심판청구 요건>
쟁점사항

 이 사건 정정청구항 7이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정정요건
에 만족 여부
 을 제1호증: 특허 출원서 (출원번호 1020010055440)
 을 제2호증: 정정의견제출통지서(2017.11.08)

입증방법

 을 제3-1호증: 디스플레이 용어(네이버 IT용어사전)
 을 제3-2호증: 디스플레이장치 용어(네이버국어사전)
 을 제4호증: 스마트폰 화면구성(네이버블로그, 2014.05.06.)
1. 정정사항에 대한 검토
(1) 정정사항 1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310),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320), 어플리케
이션 아이콘 영역(330)’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개별 영역들만으로
는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전체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는다. 예

심결요지

를 들어 건외 사건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디스플레
이 구조 변경 명령’을 통해 아이콘 영역이 화면의 왼쪽에 위치되도록 하고
자 한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의 2번 또는 3번과 같이 어플리케
이션 명칭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의 상호 위치(상하관계) 및 크
기가 함께 특정(‘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이 도면 3c의 2번에서는 ‘어플
리케이션 명칭 영역’의 위쪽에, 도면 3c의 3번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되어야만 전체 화면 구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의 2와 4의 경우에는 어플
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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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
의 2와 4의 경우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가 좌측에
서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310), 어플리케
이션 명칭 영역(320)이 좌측으로 일부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특정
이 이루어져야만 전체 화면 구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만
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나머지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330)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나머지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 또는 암시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재는 발견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을
위해서 도면 3c와 같은 미리 정의된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 중에 하나
를 선택하여야 하므로(갑 제2호증의 5페이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
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정한 정정사항 1은, 일견(一見) 특허청구범
위를 감축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정의하
고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 또는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 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실시형태를 창출하여 후출원인 및 기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
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권리를 변경 또는 확장한 것이다(특허법 제136
조제1항 및 제4항 위배).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만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특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
다는 기재도 발견되지 않아, 정정상항 1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으며(특허법 제136
조제3항 위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
다고도 볼 수 없다(특허법 제42조제4항1호, 제136조제5항 위배).
결국, 정정사항 1은 특허청구범위를 변경 또는 확장한 것이고, 특허발명
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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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사항 2
정정사항 2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 ‘상기 아이콘의 배치 변경은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구조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내에서 이루어
지는’이라는 기재를 추가한 것으로,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구조’라는 기
재는 ‘디스플레이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전제부를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
는 방법에 있어서’로, 그 말미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으로 기재하
여 그 전제부와 말미를 서로 달리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말미를 제외한 구성 1 내지 구성 7은 아이콘의 배치
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만 기재하고 있을 뿐, ‘디스플레이 구조’
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비록 그 말미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이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하는 작용효과는 달성할 수 없었
고, 단지 아이콘의 배치만 변경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정사항 2는 아이콘의 배치만 변경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제
7항 특허발명에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구조’라는 기재를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
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발생시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
한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
정이다.
한편, 청구인은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에는 ‘아이콘의 배치 변경’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정정사항 2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액정 표시 장치(LCD)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이하 ‘목적 1’이라
한다.), ②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실행키(Hotkey) 설정을 가
능하게 하여 복잡한 메뉴키 조작이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을 실행할 수 있으며(이하 ‘목적 2’라 한다.), ③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아이콘을 지정하여, 당해 아이콘을 선택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특정 어플
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하며(이하 ‘목적 3’이라 한다.), ④ 당해 아이콘의
위치를 액정 표시 장치(LCD)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이하 ‘목적 4’이라 한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 및 효과로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
증의 2페이지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8페이지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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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목적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 디스플레
이 구조 변경, 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설정, 3.아이콘 위치 변경’ 등의 메
뉴가 표시되는 도면 3b와 같은 화면에서 ‘1.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을 선
택하고, 목적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설정’을 선
택하고, 목적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 아이콘 위치 변경’을 선택한 이후
에,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세부 단계가 진행되는 구성이므로(갑
제2호증의 5페이지~ 8페이지, 특히 5페이지 9번째 단락, 6페이지 13번째
단락, 7페이지 17번째 단락),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1. 디스플레이 구
조 변경’과 3. 아이콘 위치(배치) 변경’은 각각 서로 다른 목적 및 효과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기술적 의의로써 상호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정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
된 사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
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항이 추가된 것
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i) 이 사건 특허발명의 6면 6번째 문단에 사용자
가 선택하게 될 각 디스플레이 구조는 ‘스크립트’에 의해 결정되며, ‘스크
립트’ 내에 포함되는 필드의 예로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정정사항 1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
판결요지

된 사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ii)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디스플레이 구조가 생겨날 수 있는데, 여러
디스플레이 구조 중 사용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디스플
레이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며, (iii) 정정사항 1은 다른 영역이 전체로서 함
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한정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는 취지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난 ‘디스플레이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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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
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앞서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한 해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스플
레이 구조’는 디스플레이 화면(screen)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영역들의 위
치 및 크기 등이 조합되어 결정되는 화면의 배치(screen layout)를 나타내
는 용어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디스플레이 구
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이외에도 다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되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디스플레이 화면 배치(layout)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이외에 다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되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대적인 위치 및 크기도 함께
결정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의 위치 및 크기가 디스플레이 화면(screen)에서 변경되려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하 또는 좌우 위치와 크기도 함께
특정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6면 6번째 문단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루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대
적인 위치 및 크기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의 저장부에 저장된 스크립트
에 포함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 아
이콘 영역은 디스플레이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
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어디에도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⑶ 원고의 주장처럼 디스플레이 구조에 다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정사항 1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
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포함하여 결정’되
는 것과 같이 한정되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
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는 것은 어려워 보
인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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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
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의 배치
변경을 모두 구성요소로 갖고 있으므로, (i)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i) 당해 아이콘의 위
치를 액정 표시 장치(LCD)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는 효
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상기 2가지 효과를 모두
갖는 것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①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실시형태에 해당하는 점, ② 정정사항 1처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면, 이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초래하
는 점, ③ 이에 따라 정정사항 1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정사항 1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
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전후의 대비
청구항

정정전

정정후

통신기기에서 수행 가능한 어플리 통신기기에서 수행 가능한 어플리
케이션에 대응하여 통신기기의 표 케이션에 대응하여 통신기기의 표
시부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배치를 시부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경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구항
7

ㆍㆍㆍ<중략>ㆍㆍㆍ

상기 위치 변경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변경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콘을 상기 통신기기의 표 상기 아이콘을 상기 통신기기의 표
시부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부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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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청구항

정정전

정정후

비고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정정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사항

결정되며,

1-A

상기 아이콘의 배치 변경은 선택 가
능한 디스플레이 구조의 어플리케
이션 아이콘 영역 내에서 이루어
지는

정정
사항
2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구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구
조 변경 방법.

조 변경 방법.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통신기기에 있어서,

통신기기에 있어서,

ㆍㆍㆍ<중략>ㆍㆍㆍ

상기 선택 명령에 상응하는 디스 상기 선택 명령에 상응하는 디스
청구항

플레이 구조 데이터와 상응하도 플레이 구조 데이터와 상응하도록

9

록 화면 설정을 변경하는 수단을 화면 설정을 변경하는 수단을 포
포함하는

함하고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상기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

정정

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사항

의해 결정되는

1-B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 원고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에서 ‘디스플레이 구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2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정사항 1
및 2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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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2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3.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2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정정청구항 7은 그 구성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말미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은 ‘아이콘의 배
치를 변경하는 방법’의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조는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할 때, ‘화면 배치(screen layout)’임이 명백하므로 분명
하지 아니한 기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1에서 정정사항이 특허
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디스플레이 구조의 레이아웃은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의 위치 및 크기,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의 위치 및 크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로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정사항 1인 ‘어플리케이
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는 기재는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조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
정사항 1과 그 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
침되지 않는다.
3.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실시형태에 해당하므로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정정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발
생시킨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의 배치 변경에 대한 목적, 구성 및 효과에 대한 기재가 각각 있다. 그러나 디스
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배치 변경은 별도의 발명으로 존재할 뿐이고,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의 구성요소와 ‘아이콘 배치 변경’의 구성요소 간의 결합에 대한 기재가 없다.
따라서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일지라도 원고가 출원당시 의도하지 않
은 구성요소 간를 결합시키는 구성추가는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2를 추가하는 정정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달성케 하
므로 정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
장 3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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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모두 이 사건 정정사항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
에서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136조에서 정한 정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청구항 7의 정정사항에 대한 검토
(1) 정정사항 1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
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
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310),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320),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개별 영역들만으로는 전체 화면을 구성하
는 디스플레이 전체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외 사건 답변서에서 청
구인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명령’을 통해 아이콘 영역이
화면의 왼쪽에 위치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의 2번 또는
3번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의 상호 위치(상하
관계) 및 크기가 함께 특정(‘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이 도면 3c의 2번에서는 ‘어
플리케이션 명칭 영역’의 위쪽에, 도면 3c의 3번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되
어야만 전체 화면 구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의 2와 4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
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3c의 2와 4의 경우와 같이 어플
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어플리케
이션 이미지 영역(310),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320)이 좌측으로 일부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져야만 전체 화면 구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만을 변
경하였을 경우에 나머지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330)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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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머지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 또는 암시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을 위해서 도면 3c와 같은 미리 정의된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므로(갑 제2호증의 5페이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정한 정정사항 1은, 일견(一見)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
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
또는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 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실시형태를 창출하여 후출원인 및 기타 제3자
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권리를 변경 또는 확장한 것
이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및 제4항 위배).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만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특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도 발
견되지 않아, 정정상항 1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
에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으며(특허법 제136조제3항 위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
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특허법 제42조제4항1호, 제136조제5
항 위배).
결국, 정정사항 1은 특허청구범위를 변경 또는 확장한 것이고, 특허발명의 명
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
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정이다.
(2) 정정사항 2
정정사항 2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 ‘상기 아이콘의 배치 변경은 선택 가
능한 디스플레이 구조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
를 추가한 것으로,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구조’라는 기재는 ‘디스플레이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전제부를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는 방
법에 있어서’로, 그 말미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으로 기재하여 그 전제부와
말미를 서로 달리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말미
를 제외한 구성 1 내지 구성 7은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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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있을 뿐,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비록 그 말미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
법’이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하는 작용효과는 달성
할 수 없었고, 단지 아이콘의 배치만 변경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정사항 2는 아이콘의 배치만 변경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제7항 특
허발명에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구조’라는 기재를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
를 발생시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정이다.
한편, 청구인은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에는 ‘아이콘의 배치 변경’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정사항 2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액정 표시 장치(LCD)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이하 ‘목적 1’이라 한다.), ② 사용자
의 의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실행키(Hotkey)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메뉴키
조작이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이하 ‘목적 2’라
한다.), ③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아이콘을 지정하여, 당해 아이콘을 선택하는 경
우에 상응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하며(이하 ‘목적 3’이라 한다.), ④
당해 아이콘의 위치를 액정 표시 장치(LCD)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이하 ‘목적 4’이라 한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 및 효과로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증의 2페
이지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8페이지 “발명의 효과”).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목적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 디스플레이 구
조 변경, 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설정, 3.아이콘 위치 변경’ 등의 메뉴가 표시되는
도면 3b와 같은 화면에서 ‘1.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을 선택하고, 목적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설정’을 선택하고, 목적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 아이콘 위치 변경’을 선택한 이후에,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세부 단계
가 진행되는 구성이므로(갑 제2호증의 5페이지~ 8페이지, 특히 5페이지 9번째 단락,
6페이지 13번째 단락, 7페이지 17번째 단락),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1. 디스플레
이 구조 변경’과 3. 아이콘 위치(배치) 변경’은 각각 서로 다른 목적 및 효과을 달성
하기 위한 다른 기술적 의의로써 상호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청
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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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를 통해서 핫키를 지정한
다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2호증의 7페이지).
2.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정사항 1, 2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정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36조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정정이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
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
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
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i) 이 사건 특허발명의 6면 6번째 문단에 사용자가 선택하게 될 각 디스플레
이 구조는 ‘스크립트’에 의해 결정되며, ‘스크립트’ 내에 포함되는 필드의 예로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정정사항 1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ii)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디스플레이 구조가 생겨날 수 있는
데, 여러 디스플레이 구조 중 사용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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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며, (iii) 정정사항 1은 다른 영역이 전체로서 함께 존재하
는 상황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디스플레이 구조
가 결정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는 취지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난 ‘디스플레이 구조’ 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앞서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한 해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구
조’는 디스플레이 화면(screen)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조합되어 결정되는 화면의 배치(screen layout)를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되는 것이어
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이외
에도 다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되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디스플레이 화면 배치(layout)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이외에 다
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되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대적인 위치 및 크기도 함께 결정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
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가 디스플레이 화면(screen)에서 변
경되려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하 또는 좌우 위치와
크기도 함께 특정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
의 6면 6번째 문단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루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상대적인 위치 및 크기
도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의 저장부에 저장된 스크립트에 포함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은 디스플레이 구조를 구성하
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어디에도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⑶ 원고의 주장처럼 디스플레이 구조에 다른 요소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정사항 1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
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포함하여 결정’되는 것과 같이 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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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정사항 1은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의 위치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석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
나 변경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의 배치 변경을
모두 구성요소로 갖고 있으므로, (i)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
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i) 당해 아이콘의 위치를 액정 표시 장치(LCD)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상기 2가지 효과를 모두 갖는 것은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①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실시형태에 해당
하는 점, ② 정정사항 1처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면, 이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초래하는 점, ③ 이에 따라 정정사항 1은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정사항 1은 특허청구범
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
된 범위 내에서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136조에서 정한 정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
건 정정심판청구는 전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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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허1547 거절결정(특) 2018. 8.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배송확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매매 보호 방법과 그 시스템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09-0058613

2016원3240

<진보성>
 청구항 1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 여부
 을 제1호증 : 최종 명세서등 보정서
 을 제2-1호증 : 소비자에 의한 구매확정(동아일보)

입증방법

 을 제2-2호증 : 소비자에 의한 구매확정(매일경제)
 을 제2-3호증 : 구매확정요청메시지 및 구매확정(네이버지식)
 을 제2-4호증 : 구매확정요청메시지 및 구매확정(네이버지식)
 을 제3호증 : 에스크로이체(연합뉴스)
차이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는 “상기 운송업체 시스템은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시스템과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하며,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
한 단말기와 연결되며, 소비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
승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
성되는” 것이다.

심결요지

위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수신된 정보를
매칭시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면, 이를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통보하고, 운송 업체 시스템이 상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연결되며, 구매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신하
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2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운송업체 시스템이 상품 수령 완료 정보 등을 결제
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과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통보)하고, 운
송 업체 시스템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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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며, 소비자(구매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결제대행시스템(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수신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5는 결제대행시스템이 상품 수령완료 정보 등을 운송업체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의 물품확인, 결제승
인 의사 등을 매칭 서비스 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송수신하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 1의 제3자 서비스 시스템, 매칭시스템 등의 기능
을 하나의 결제대행시스템(서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구현할 있는 단순한 설계사항에 불과하고, ② 결제대
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은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결정사항 또는 계약사항에 해당되고, ③ 비교
대상발명 2에 전자상거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결제대행시스템 구성을 개
시하고 있어, 이의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이는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5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의 실제 결제 대금은
금융기관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상기 금융기관시스템은 상기 결제대행시스템,
상기 쇼핑몰서버시스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
외한 물품대금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품공급자 중 어느 하나 혹은 공급자에
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며, 상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금융기관시스템을 통
해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지급되며
상기 결제 대행시스템은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
품공급자중 어느 하나에 제공하는” 것이다.
위 구성 7은 비교대상발명 1의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해당 판매대금을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송부하는 구성 및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
의 대금완료 정보를 받아 물품공급업체에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청구항 9 참조).
살피건대, 위 대응구성은 시스템(결제대행/제3자시스템)에서 물품대금을 쇼
핑몰 또는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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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7은 결제대행시스템에서 금융기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제공하는 점과 관련 주체에 제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 2에 결제대행 업자의 시스템에서 은행을 통하여
관련 판매업자 등에게 결제처리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청구항 1,
도 2 참조), ② 관련 주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에스
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고(식별
번호 [0100], [0101] 참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도 금융기관 등과 제휴하고,
발생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식별번호 [0008],
[0012] 참조), ③ 전자상거래에서 관련 주체(쇼핑몰, 결제대행기관, 금융기관
등)에 서비스의 대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 범용기
술로서 이의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에 특유의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7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청구항 1의 경우 별도의 매칭 서비스 시스템 없이 결제 대행시스
템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결과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선행발명 1로부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 사이에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물품의 거래 주체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모든 거래 주체
판결요지

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뿐
이고(을1호증, 식별번호[0030] 참조), 명세서상 보안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종래기술에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조차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한 효과도 참작해야 하지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
재로부터 원고 주장의 보안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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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상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여 청구항 1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1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1의 모든 거래 주체
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는 효과 역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따른 효과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청구항 1

선행발명 1

배송확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시스템으로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시스템,

템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 상품대금

서로 연결된, 전자상거래쇼핑몰 서버시스

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3자 서

전제부 템,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 상품대

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을 포함하

금을 결제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연

결제대행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을 포함

결된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
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청구항 1 참
조)

1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소비

-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구

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

매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접

여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대금을 결
제할 수 있도록 제공(청구항 1 참조)

2

상품의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는 결제대행

- 구매자가 결제한 상품대금은 제3자 서비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결제대행시

스 시스템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며,

스템은 결제 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결제정보를 쇼핑

로 송신

몰 서버시스템 및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
로 송신(청구항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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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3

청구항 1

선행발명 1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소비자의 결제 후

-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의 결제 후

운송업체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

운송업체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정

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함

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함(청
구항 1 참조)

4

소비자가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 배송 완료 판정된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을 수령한 후 결제대행시스템이 배송완료

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해

정보를 받은 후에 결제대행시스템은 구매

당 판매대금을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송

정보, 결제정보, 배송정보에 근거하여 쇼

금(청구항 1 참조)

핑몰 서버시스템에 상품대금을 지급

5

운송업체시스템은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

-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승인정보를 결제대행시스템과 쇼핑몰 서

구매자는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 또

버시스템에 전달하며,

는 물품 반품의사를 운송업체시스템을

운송업체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

통하여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달(청

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구항 1 참조)

연결되며, 소비자는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

- 운송업체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구매자

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반품의

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사를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송수신할 수 있

와 연결되며, 구매자는 운송자의 단말기

도록 구성됨

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
신할 수 있도록 구성(청구항 2 참조)

결제대행시스템은 배송완료 예상 시점에
6

- 대응 구성이 없음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혹은 소비자 단말
기를 통해 배송확인을 송수신함으로써 소
비자로부터 직접 배송확인 정보를 받음

7

결제대행시스템의 실제 결제 대금은 금융

- 배송 완료 판정된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기관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며 금융기관시

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해

스템은 결제대행시스템, 쇼핑몰 서버시스

당 판매대금을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송

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시스템

금(청구항 1 참조)

의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쇼핑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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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청구항 1

선행발명 1

쇼핑몰의 물품 공급자 중 어느 하나 혹은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금융기관시스템
을 통해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이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지급되며
결제대행시스템은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품 공급자중
어느 하나에 제공

8

결제대행시스템은 운송업체시스템으로

- 구매자는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구매

부터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전송받은 배송

자의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반

완료 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로부터

품의사를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해 매칭

전송받으며,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신하고, 매칭 서비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물품을 공급하는 물

스 시스템은 제3자 서비스 시스템과 쇼

품 공급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쇼핑몰

핑몰 서버시스템과 운송업체시스템을

서버시스템에 배송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통하여 수신된 정보를 매칭시켜 배송이

물품 공급자 서버에 배송요청을 전달하는

완료되었다고 판정되면 이를 제3자 서비

것

스 시스템, 쇼핑몰 서버시스템 및 구매자
단말기로 통보(청구항 1, 2 참조)
- 쇼핑몰은 복수 개의 쇼핑몰 상품 공급업
체로 이루어짐(식별번호 <45> 참조)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결제대행시스템의 기능을 선행발명 1에서는 두 개의 개체인 제3자
서비스 시스템과 매칭 서비스 시스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청구항 1은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선행발명 2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피고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차이는 선행발명 1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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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및 2는 각 단계를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 이 사건
청구항 1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이 사건 청구항 1은 선행
발명 1 및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배송확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매매보호 방법에 관한 것
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매매
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0014] 참조), 비교대상발
명 2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상품의 구매 요청, 대금 결제, 상품 배송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전자상거래에서 사
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매매 보호에 관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
된다.
(2)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 대금
은 제3자에 의해 유지되고, 이후 택배에 의해 물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어 구매자가
확인하면 제3자로부터 결제 대금이 판매자 등에게 전달되어 거래 주체 모두를 보호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2], [0015],
[0030]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결제 대금이 제3자
에 의해 유지되고, 물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어 구매자가 확인하면 제3자로부터 결
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지연을 제거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대금 수령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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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 및 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식별번호 [0023]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인터넷에서의 물건의 구입부터 결제
까지 조작성을 개선하고, 거래상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거래가 실
현되도록 하는 결제 기탁 대체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9], 청
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전자상거래 시스템
에서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 대금을 제3자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택배배송, 구매자
의 상품 수령 등이 확인되면 결제대금, 수수료가 쇼핑몰, 공급자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주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
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전제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는 “배송확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으로서, 상기 전자 상거래 매매보호 시스템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
으로 서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 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제대행시스템, 운송 업체 시스템
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 전제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
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 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 상품대금을 일
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 업체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자상
거래 시스템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 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구매자) 단말기,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 업
체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매매보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이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가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구성
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 411 -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 시스
템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동일하다.
(다)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상기 상품의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는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은 이 결제 정보를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것이다.
위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매자가 결제한 상품 대금이 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고,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이 결제 정보를 쇼핑몰
서버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상품의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는 결제대행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결제대행시스템이 결제 정보를 쇼핑몰
서버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2는 대금결제가 ‘결제대행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
나, 비교대상발명 2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업자, 고객, 배송업
체 간 결제처리를 대행하는 결제처리 대행업자 및 그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고(식별
번호 [0041], 청구항 1 참조), 위 개시된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2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구성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은 소비자의 결제
후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쇼핑몰 서버 시스템이 구매자의 결제 후 운
송 업체 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하는 구성
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쇼핑몰 서버 시스템이 소비자의 결제 후 운송 업
체 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동일하다.
(마) 구성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소비자가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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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령한 후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이 배송완료 정보를 받은 후에 상기 결제대
행시스템은 상기 구매정보, 결제정보, 배송정보에 근거하여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상
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위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의 쇼핑몰 서버 시스템이 구매자의 결제 후, 운
송 업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의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
인 또는 물품 반품의사를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하고, 배송 완료 판정된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해당 판매 대금을 쇼핑
몰 서버 시스템에 송금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소비자(구매자)가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물
품을 수령하고, 시스템이 배송완료 정보를 받은 후, 구매정보, 결제정보, 배송정보에
근거하여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상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4는 수령완료 등의 정보 수신, 판매대금의 전송 등이 결제대
행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 전
자상거래에서 판매업자, 고객, 배송업체 간에 배송정보를 수신하여 결제처리를 대행
하는 결제처리 대행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0041], 청구항 1 참조), 위 개
시된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4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구성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는 “상기 운송업체 시스템은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결제대행시스템과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하며,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연결되며, 소비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 의사 또는 반
품의사를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위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수신된 정보를
매칭시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면, 이를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통보하고, 운송 업체 시스템이 상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
지한 단말기와 연결되며, 구매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
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
항 1, 2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운송업체 시스템이 상품 수령 완료 정보 등을 결
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과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통보)하고,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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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시스템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연결되며,
소비자(구매자)는 이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 의사 또는 반품
의사를 결제대행시스템(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수신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5는 결제대행시스템이 상품 수령완료 정보 등을 운송업체 시
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의 물품확인, 결제승인 의사
등을 매칭 서비스 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송수신하는 점에서 일부 차
이가 있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 1의 제3자 서비스 시스템, 매칭시스템 등의 기능
을 하나의 결제대행시스템(서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구현할 있는 단순한 설계사항에 불과하고, ② 결제대행시스템
을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은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결정사항 또는 계약사항에 해당되고, ③ 비교대상발명 2에 전자상
거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결제대행시스템 구성을 개시하고 있어, 이의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차이는 기술적 특이성을 갖
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5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 구성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은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은 배송완료예상 시점
에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혹은 상기 소비자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을 송수신함
으로써 상기 소비자로부터 직접 배송확인 정보를 받는” 것이다.
위 구성 6은 비교대상발명 1의 구매자가 운송자의 무선 단말기를 통해 물품
확인 및 결제승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신하여 운송자
가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 및 승인/반품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성과 대응된다(식별번호 [008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을 송수
신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로부터 직접 배송확인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다. 다만, 위 구성 6은 결제대행시스템이 배송완료예상 시점에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혹은 상기 소비자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 정보를 송수신
받는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 및 승인 등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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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송이후 상품의 배송확인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정확
히 배송되었는지 여부를 운송사 또는 소비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범용기술에 해당되므로, 위 차이는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6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 구성 7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상기 결제대행시스템의 실제 결제 대금은
금융기관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상기 금융기관시스템은 상기 결제대행시스템, 상기
쇼핑몰서버시스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
금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품공급자 중 어느 하나 혹은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
공하며, 상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금융기관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시스템의 수
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지급되며 상기 결제 대행시스템은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품공급자중 어느 하나에 제공하는”
것이다.
위 구성 7은 비교대상발명 1의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해당 판매대금을 쇼
핑몰 서버 시스템에 송부하는 구성 및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대금
완료 정보를 받아 물품공급업체에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
구항 1, 청구항 9 참조).
살피건대, 위 대응구성은 시스템(결제대행/제3자시스템)에서 물품대금을 쇼
핑몰 또는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공통된
다. 다만, 위 구성 7은 결제대행시스템에서 금융기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제공하
는 점과 관련 주체에 제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 2에 결제대행 업자의 시스템에서 은행을 통하여
관련 판매업자 등에게 결제처리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청구항 1, 도 2 참
조), ② 관련 주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에스크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0100], [0101]
참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도 금융기관 등과 제휴하고, 발생된 수수료를 지급하
는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식별번호 [0008], [0012] 참조), ③ 전자상거래에
서 관련 주체(쇼핑몰, 결제대행기관, 금융기관 등)에 서비스의 대개로 수수료를 지급
하는 등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 범용기술로서 이의 적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
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에 특유의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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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7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
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구성 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8은 “결제대행시스템은 상기 운송업체 시스템으
로부터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전송받은 배송완료 정보를 상기 쇼핑몰 서버 시
스템으로부터 전송받으며, 쇼핑몰 서버 시스템은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자를 하
나 이상 포함하여 쇼핑몰서버시스템에 배송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물품 공급자 서버
에 배송요청을 전달하는” 것이다.
위 구성 8은 비교대상발명 1의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가 상품 수령 완료 의사를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
로 전달하고, 쇼핑몰 서버 시스템은 구매자의 결제후 운송 업체 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하는 구성과 대응된다(청구항 1 참조).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결제대행시스템(매칭시스템)이 운송업체 시스템
으로부터배송완료 정보를 전송받아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전달하고,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배송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물품 공급자 서버(운송업체 시스템)에 배송요
청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그 기술분야가 공
통되고, 목적의 특이성이나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유의 상승효
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전제부

청구항 1(을1호증)

선행발명 1(갑5호증)

배송확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스템으로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시스템,

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 상품대금

연결된, 전자상거래쇼핑몰 서버시스템, 적

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3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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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청구항 1(을1호증)

선행발명 1(갑5호증)

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 상품대금을 결

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을 포함하

제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제대

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연

행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을 포함

결된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청구항 1
참조)

1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소비

-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구매

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

자 단말기가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접속

여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청구항 1 참조)

2

상품의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는 결제대행

- 구매자가 결제한 상품대금은 제3자 서비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결제대행시스

스 시스템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며,

템은 결제 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로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결제정보를 쇼핑

송신

몰 서버시스템 및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
로 송신(청구항 1 참조)

3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소비자의 결제 후 운

-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의 결제 후

송업체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운송업체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함

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함(청구
항 1 참조)

4

소비자가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 배송 완료 판정된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수령한 후 결제대행시스템이 배송완료정보

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해

를 받은 후에 결제대행시스템은 구매정보,

당 판매대금을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송

결제정보, 배송정보에 근거하여 쇼핑몰 서

금(청구항 1 참조)

버시스템에 상품대금을 지급

5

운송업체시스템은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

-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승인정보를 결제대행시스템과 쇼핑몰 서버

구매자는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 또

시스템에 전달하며,

는 물품 반품의사를 운송업체시스템을

운송업체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에

통하여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달(청

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연

구항 1 참조)

결되며, 소비자는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 운송업체시스템은 실제로 상품을 구매자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반품의사

에게 운송하는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를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

와 연결되며, 구매자는 운송자의 단말기

록 구성됨

를 통해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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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청구항 1(을1호증)

선행발명 1(갑5호증)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송
신할 수 있도록 구성(청구항 2 참조)

결제대행시스템은 배송완료 예상 시점에
6

- 대응 구성이 없음

운송자가 소지한 단말기 혹은 소비자 단말
기를 통해 배송확인을 송수신함으로써 소
비자로부터 직접 배송확인 정보를 받음
결제대행시스템의 실제 결제 대금은 금융

- 배송 완료 판정된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기관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며 금융기관시스

에 근거하여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해

템은 결제대행시스템, 쇼핑몰 서버시스템

당 판매대금을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송

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시스템의

금(청구항 1 참조)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쇼핑몰과 쇼
핑몰의 물품 공급자 중 어느 하나 혹은 공
7

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금융기관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지급되며 결제
대행시스템은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쇼핑몰과 쇼핑몰의 물품 공급자중 어느
하나에 제공
운송업체시스템으로부

- 구매자는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구매자

터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전송받은 배송완

의 물품확인 및 결제승인의사 또는 반품

료 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로부터 전

의사를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해 매칭 서

송받으며,

비스 시스템으로 송신하고, 매칭 서비스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물품을 공급하는 물

시스템은 제3자 서비스 시스템과 쇼핑몰

품 공급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쇼핑몰 서

서버시스템과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버시스템에 배송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물

수신된 정보를 매칭시켜 배송이 완료되

품 공급자 서버에 배송요청을 전달하는 것

었다고 판정되면 이를 제3자 서비스 시

결제대행시스템은

8

스템, 쇼핑몰 서버시스템 및 구매자 단말
기로 통보(청구항 1, 2 참조)
- 쇼핑몰은 복수 개의 쇼핑몰 상품 공급업
체로 이루어짐(식별번호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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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전제부 부분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전제부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모두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위 시스템은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시스템, 적어도 하
나의 소비자 단말기(구매자 단말기),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
통된다.
다만, 선행발명 1의 경우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이 매칭 서비스 시스템
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반면, 청구항 1의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시스템에는 해당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나) 구성요소 1, 3, 4 부분
①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쇼핑
몰 서버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위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소비자 단말기(구매자
단말기)가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또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소비자의 결제 후 운송업체시스템에 구매정보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나아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
두 소비자가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후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
비스 시스템)이 배송완료정보에 근거하여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상품대금을 지급한
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구성요소 2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상품 구매
에 대한 대금결제가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제
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은 결제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로 송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선행발명 1의 경우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결제정보를 쇼핑몰 서버시스
템 외에 추가적으로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도 송신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1한편, 원고는 청구항 1의 경우 상품대금이 결제대행시스템에 보관되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 상품대금이 별도의 계좌로 송금된다는 점에서도 서로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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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과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5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
은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품대금이 별도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구매자
가 상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PG를 통해서 하게 되고 PG가 상품대금을 일
시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대금이 별도의 계좌로 송금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결재대행시스템 역시 PG 외에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인데, 결제대행시스템이 상품대금을 일시적으로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관리의 방법이 결제대행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계좌로 송
금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어느 한 가지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결제대행시스템이나 선행발명 1의 제3자 서비스 시스템
모두 PG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이들 사이에 상품대금의 일시
적인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경우 상품대금이 결제대행시스템에 보관되는 데 반하여, 선
행발명 1에서는 상품대금이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성요소 5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는 운송업체시스템이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정보를
결제대행시스템과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하고, 소비자는 운송업체시스템에 연
결된 운송자의 단말기를 통해 물품 확인 및 결제 승인 의사 또는 반품의사를 결제대
행시스템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인 데 반하여,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가 운송업체시스템에 연결된 운송자의 단말기
를 통해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 또는 반품의사를 매칭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달
하는 것이다. 즉, 구성요소 5의 경우 결제대행시스템이 운송업체시스템을 통해 상품
수령 완료 등의 정보를 수령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매칭 서비스 시스템이 이를 수
령한다는 점에서 양 대응 구성요소 간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마) 구성요소 6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은 결제대행시스템이 배송완료 예상 시점에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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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자의 단말기 또는 소비자 단말기를 통해 배송확인을 송수신함으로써 소비자로
부터 직접 배송확인 정보를 받는다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배송완료 예상 시점에
배송확인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
바) 구성요소 7 부분
먼저 구성요소 7 부분은 결제대금의 지급 주체 및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①
결제대금이 금융기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금융기관시스템이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
한 물품대금을 쇼핑몰 등에 제공하며, ② 결제대금 중 금융기관시스템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지급되어 결제대행시스템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쇼핑몰 등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시스템과 결제대행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체로서, 위 ①, ②와
같은 결제대금의 지급 주체 및 방식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7 부분은 병렬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① 방식 또
는 ② 방식의 선택적인 관계로 해석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2018. 6. 27.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 역시 구성요소 7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한편, 구성요소 7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 주체가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7 중 ②의 경우와 동
일하고, 다만 그 과정에 각 관여 주체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
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7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5’).
사) 구성요소 8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8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쇼핑
몰이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 공급자(상품 공급업체)를 하나 이상(복수 개) 포함한다
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이 경우 구성요소 8에서는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물품
공급자 서버에 배송요청을 전달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운송업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
하여 물품이 발송되도록 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다(선행발명 1의 청구항 1 참조).
그러나 구성요소 8에서 물품 공급자 서버에 배송요청을 전달하는 것은 쇼핑몰이 직
접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것이 아닌 쇼핑몰에 다수의 상품 공급자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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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배송요청을 운송업체시스템 대신 물품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행발명 1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 중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8의 경우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배송완료 정보를 결제대행시스
템에 전송하는 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매칭 서비스 시
스템이 배송 완료 판정 후 이를 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 통보하는 것만 제시되어 있
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 배송완료 정보
를 전송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6’).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3의 경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3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5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매칭 서비스 시스템이 각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매칭하여 배송완료 판정을
하고 이를 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 통보함으로써, 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쇼핑몰에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반면, 청구항 1의 경우 결제대행시스템이 직접 배송정보를 수령하여 이를 기
초로 배송 완료 여부를 판단한 후 판매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결국 청
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의 차이점 1~3은 모두 선행발명 1과 같이 별도로 매칭 서
비스 시스템을 구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배송완료판정을 할 것인지 아
니면 청구항 1과 같이 결제대행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이 직접 배송완료판정
을 할 것인지에 기인하는 것들이다.
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서 각 주체로부터 수신된 정보들을 단순히 매칭시켜 배송
이 완료되었다고 판정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제
3자 서비스 시스템과 구분하여 별도로 두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러한 시도를 해 볼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선행발명 1에 제시되어 있는 쇼핑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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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은 모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
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서비스 시스템도 운송업체시스템 및 쇼핑몰
서버시스템과 직접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매칭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을 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
하다.
라) 나아가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1과 마찬가지로 배송 확인을 수행하는 전자상
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
하면 결제대행시스템이 운송업체시스템으로부터 배송완료정보를 전달받아 배송완
료를 판단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전체적인 시스
템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제3자 서비스 시
스템이 배송완료를 판단하는 구성을 도입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1의 경우 별도의 매칭 서비스 시스템 없이 결제
대행시스템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결과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매칭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선행발명 1로부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 사이에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물품
의 거래 주체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모든 거래 주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고(을1호증, 식별번호
[0030] 참조), 명세서상 보안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종
래 기술에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조차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
도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
는 그러한 효과도 참작해야 하지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원고 주장의 보안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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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4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6의 존재로 인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
이의 차이점 4는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먼저 선행발명 1의 쇼핑몰 서버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
구매자 단말기는 모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므로, 선
행발명 1의 구매자 단말기도 제3자 서비스 시스템 등과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
능하다.
나) 그런데 구매자에게 수령완료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을2호증의1~4).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에 의하면 배송완
료 예상 시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에 근거하여 추측한 시
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의 배송기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적으로 배
송에 소요되는 기간에 근거한 배송완료 예상 시점에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결제대행
시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으로 직접 배송확인을 받는 구성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차이점 5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5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선행발명 1
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즉,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종래 기술과 관련하여 ‘종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쇼핑몰에서는 예컨대 매출의 1% 정도를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는 쇼핑몰이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을 꺼려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는 매출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지
불해야만 한다.’는 내용이(갑5호증, 식별번호 <100> 참조)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결제대행시스템, 금융기관 등과 같은 관련 개별 주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
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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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량 전체를 증대시켜
가기 위해서는 ...(중략)... 수수료의 경감, 결제 조작 처리의 간편성이 향상된 방식이
출현하여 보급되어 갈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
에 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갑6호증, 식별번호 [0008], [0012] 참조)이 제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기술상식의 인식 하에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성요소 7 중 관련 주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쇼핑몰에 지급된다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4) 차이점 6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8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6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8을 종합하면 먼저 운송업체시스템이 상품 수령 완료
및 결제승인정보와 같은 배송완료 정보를 결제대행시스템과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달하고, 뒤이어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운송업체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배송완
료 정보를 다시 결제대행시스템에 전송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를 종합하면, 구
성요소 8에서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배송완료 정보를 다시 결제대행시스템에 전송
하는 목적은 상품대금을 수령해야 하는 쇼핑몰 측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대금 수령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발명 1(갑5호증, 식별번호 <23> 참조)의 경우에도 쇼
핑몰 서버시스템이 물건대금을 적시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 간에 배송정보
를 교차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쇼핑몰 서버시스템, 제3자
서비스 시스템, 운송업체시스템 등은 모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설계를 변경
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쇼핑몰 서버시스템이 결제대행시
스템(제3자 서비스 시스템)에 배송완료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청구항 1의 구성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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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
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상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여 청구항 1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1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1의 모든 거래 주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는 효과 역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따른 효과
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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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허1639 거절결정(특) 2018. 7. 20.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스위쳐블 투명 액정표시장치

관련사건

쟁점사항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10-2014-88166호

2016원2626

<진보성>
 청구항 1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 여부
 을 제1호증 : 명세서 등 보정서(2015. 8. 17.)
 을 제2호증 : 의견서(2015. 8. 17.)
 을 제3호증 : 이 사건 최종 명세서(2016. 2. 3.)
 을 제4호증 : 의견서(2016. 2. 3.)
 을 제5호증 : 고분자 분산형 액정 - 지식백과

입증방법

 을 제6-1호증 : PDLC(고분자 분산형 액정 표시소자)
 을 제6-2호증 : PDLC로 만든 스마트 윈도우
 을 제7호증 :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을 제8호증 : 논문: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2012)
 을 제9호증 : 산란 - 지식백과
 을 제10호증 : 서적: 액정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구성 ①, ②, ③, ④, ⑥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청구인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함), 아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구성 ⑤, ⑦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구성 ⑤, ⑦을 관련지어 살피면, 구성 ⑤, ⑦은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심결요지

배치되어,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광투과성 또는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
로 수행하는 반투과성 반사판’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광판(330) 하부에는
구성 ⑤, ⑦에 대응하는 구성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도광판(25)의 하부에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투과모드와 분산모드(불투명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광분산부(고분자
분산액정(22))를 배치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식별번호 [0037], [0040],
도면 2 참조), 구성 ⑤, ⑦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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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성 ⑤, ⑦의 반투과성 반사판은 광투과성 기능과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은 이에 대해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반사매질(280)로 사용되는 DBEF(Dual
Brightness Enhancement Film)가 빛을 선택 투과 및 반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식별번호 [0051], [0052]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고분자 분산액정(22)의 하층(예를 들면, 제1 유리판(21)과 고분자 분산액
정(22)의 경계면)에 반사 시트 등을 배치하여 반사형 액정, 전자 페이퍼
등 빛을 반사시키는 표시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14a)를
개시하고 있다(식별번호 [0047], [0048]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에서 제1 유리판(21)과 고분자 분산액정(22)의
경계면에 배치된 반사 시트로 비교대상발명 1의 DBEF를 채용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2의 투명 디스플레이(14a)가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투과모드
또는 반사모드(분산모드(불투명모드)시 광반사 기능을 가질 수 있음)를 수행할
수 있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도면
4 참조), 비교대상발명 2에는 투명 디스플레이(14a)가 광투과성 또는 광반사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시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⑤, ⑦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1) 먼저 선행발명 1, 2는 모두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한데, 선행발명 2의 일 실시예에 해당하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단면도인
우측 [도 2]에 의하면 도광판(25) 하부에 청구항 1의 반사판과 동일한 물질인
고분자 분산 액정층(22)을 배치하여 도광판(22)으로 빛의 일부를 반사시키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고분자 분산 액정(22)은 전원이 인가되었을
경우에는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한다(갑5호증, 식별번호 [00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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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액정표시장치 분야에서 도광판 하부에 반사판을 배치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선행발명 1의 실시예들 중
하나에는 도광판(130)의 하부에 반사판(140) 구성을 포함하는 투명 디스플레
이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므로(갑4호증, 식별번호 [0034], [도 1]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도광판의 하부에 빛의 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추가하는 시도를 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1

청구항 1(을3호증)

선행발명 1(갑4호증)

광을 발생하는 광원

- 광원(360)(식별번호 [0085] 참조)

광을 이용하여 스위칭 소자, 액정 및 컬러필 - 고분자 분산형 액정소자(390)를 투과한
2

터로 영상을 제공하는 액정표시패널

광에 의해 영상을 표시하는 액정패널
(300)(식별번호 [0085] 참조)

액정표시패널의 하부에 배치되며, 광원으 - 액정패널(300)의 하부에 배치되어 광원
3

로부터 발생된 광의 경로를 액정표시패널

(360)으로부터 발생된 광을 액정패널

로 유도하는 투명 도광판

(300)로 유도하는 도광판(330)([도 8]
참조)

액정표시패널 및 투명 도광판의 사이에 게 - 액정패널(300)과 도광판(330) 사이에 개
4

재되며, 광원으로부터 투명 도광판으로 유

재되어 광을 투과시키거나 산란시키는

도된 광이 입사되는 반투과성 확산판

고분자 분산형 액정 소자(390)(식별번호
[0085], [도 8] 참조)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되며, 광투과도 - 대응 구성이 없음
5

및 광반사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반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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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청구항 1(을3호증)

선행발명 1(갑4호증)

반투과성 확산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 - 전원을 인가하면 고분자 분산형 액정

6

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향되

(293)이 일정 방향으로 배열되어 투과모

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전원이 차단

드로 작동되고,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확산

상태에서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293)이

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산란모드로 작동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능과 광확산성 기능

되는 구성(식별번호 [0062], [도 5a], [도

을 선택적으로 수행

5b] 참조)

반투과성 반사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 - 대응 구성이 없음
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향되
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전원이 차단
7

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반사
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능과 광반사성 기능
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 원고 주장
1. 청구항 1의 반투과성 반사판 구성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 자
체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발명 2에는 광투과성 기능과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2에는 도광판으로부터 누설되는 광이 광 분산부에서 분산 또는 산란될
뿐이고 다시 도광판을 향하여 반사되는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더라도 청구항 1과 같이 투명 도광판을 향하여 빛을 다시 반사시켜 액정
표시장치의 휘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5 및 5-1의 반투과성 반사판과 선행발명 2의 광분산부(22)는 모두 동일한 기
술인 고분자 분산형 액정(PDLC, 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을 사용하는 것으
로, 동일한 구성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자명한 사항이다. 그리고 고분자 분
산형 액정(PDLC)은 전원의 인가여부에 따라서, 외부의 빛을 투과 또는 산란시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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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본적으로 산란이란 빛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반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분자
분산형 액정이 산란모드일 때, 빛을 반사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발명 1에서 고분자 분산형 액정이 산란 모드일 때, 외부의 빛을 반사함을 명시적으
로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선행발명 1의 식별번호 [0072]
참조).

◈ 검토 의견
원고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7은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되는 반투과성 반사판에
관한 것으로서, 반투과성 반사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고, 전원이 차단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반사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능과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 1이 진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모두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
1)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스위쳐블 투명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시인성
이 개선되고 투명 액정표시장치 또는 일반 액정표시장치로 전환될 수 있는 표시장
치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데(식별번호 [0001], [0007]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투명 디
스플레이와 불투명 디스플레이를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며(식별변호 [0001], [0013]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표시장치 및
휴대단말에 관한 것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시인성이 향상되는 투명 디
스플레이의 제공을 해결과제로 한다(식별번호 [0001], [0012]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투명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
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투명 액정표시장치와 일반 액정표시장치(불투
명 액정표시장치)로 전환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해결과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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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아래 표와 같이 대비된다.
구성
①

비교대상발명 1
(식별번호 [0062], 도면 5a, 5b, 8, 9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광을 발생하는 광원

비고

광원(360)

실질
동일

액정패널(300)

실질
동일

광을 이용하여, 스위칭 소자, 액정 및
②

컬러필터로 영상을 제공하는 액정표시
패널

③

액정표시패널의 하부에 배치되며, 광원

액정패널(300)의 하부에 배치되어 광원

으로부터 발생된 광의 경로를 액정표시

(360)으로부터 발생된 광을 액정패널

패널로 유도하는 투명 도광판

(300)로 유도하는 도광판(330)

실질
동일

액정표시패널 및 투명 도광판의 사이에
④

개재되며, 광원으로부터 투명 도광판으

액정패널(300)과 도광판(330) 사이에 개

로 유도된 광이 입사되는 반투과성 확

재된 고분자 분산형 액정 소자(390)

실질
동일

산판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되며, 광투과
⑤

도 및 광반사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반

-

일부
차이

투과성 반사판
반투과성 확산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
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전원
⑥

이 차단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
어 광확산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능과 광
확산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

전원을 인가하면 고분자 분산형 액정
(293)이 일정방향으로 배열되어 투과모
드로 작동되고,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293)이

실질
동일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산란모드로 작동
되는 구성

반투과성 반사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라 나란하게 배
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면서 전원
⑦

이 차단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
어 광반사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능과 광
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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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구성 ①, ②, ③, ④, ⑥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청구인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함), 아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구성 ⑤, ⑦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
부를 살핀다.
나) 구성 ⑤, ⑦을 관련지어 살피면, 구성 ⑤, ⑦은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
되어,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광투과성 또는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하
는 반투과성 반사판’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광판(330) 하부에는 구성 ⑤, ⑦에 대
응하는 구성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도광판(25)의 하부에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투과모드와 분산모드(불투명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광분산부(고분자 분산액정(22))
를 배치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식별번호 [0037], [0040], 도면 2 참조), 구성 ⑤,
⑦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
성을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성 ⑤, ⑦의 반투과성 반사판은 광투과성 기능과 광
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은
이에 대해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반사매질(280)로 사용되는 DBEF(Dual Brightness
Enhancement Film)가 빛을 선택 투과 및 반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식별번호 [0051], [0052]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고분자 분산액정(22)의 하층
(예를 들면, 제1 유리판(21)과 고분자 분산액정(22)의 경계면)에 반사 시트 등을 배치
하여 반사형 액정, 전자 페이퍼 등 빛을 반사시키는 표시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14a)를 개시하고 있다(식별번호 [0047], [0048]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에서 제1 유리판(21)과 고분자 분산액정(22)의 경계
면에 배치된 반사 시트로 비교대상발명 1의 DBEF를 채용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2의 투명 디스플레이(14a)가 전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투과모드 또는 반사모드(분산
모드(불투명모드)시 광반사 기능을 가질 수 있음)를 수행할 수 있음을 통상의 기술
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도면 4 참조), 비교대상발명 2에는
투명 디스플레이(14a)가 광투과성 또는 광반사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시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⑤, ⑦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33 -

3)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
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해결과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비
교대상발명 1, 2에 비해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4, 6 부분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요소는 모두 스위쳐블 투명 액정표시장치(투명 디스플레이와 불투명 디스플레이를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① 광을 발생시키는 광원,
②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공하는 액정표시패널(액정패널), ③ 액정표시패널(액정
패널)의 하부에 배치되어 광의 경로를 액정표시패널(액정패널)로 유도하는 투명 도
광판(도광판), ④ 액정표시패널(액정패널) 및 투명 도광판(도광판)의 사이에 개재되
고 광원으로부터 투명 도광판(도광판)으로 유도된 광이 입사되는 반투과성 확산판
(광을 투과시키거나 산란시키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 소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
통된다.
또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반투과성
확산판(광을 투과시키거나 산란시키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 소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에는 액정이 나란하게 배향되어 광투과성 기능(투과모드)을 가지고, 전원이 차
단될 경우에는 액정이 자유롭게 배향되어 광확산성 기능(산란모드)을 갖도록 고분
자 분산 액정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5, 7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7은 투명 도광판의 하부에 배치되는 반투과성 반사판
에 관한 것으로서, 반투과성 반사판은 전원이 인가될 경우 내부의 액정이 전계에 따
라 나란하게 배향되어 광투과성 기능을 가지고, 전원이 차단될 경우 액정이 자유롭
게 배향되어 광반사성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포함하여 광투과성 기
능과 광반사성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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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
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1) 먼저 선행발명 1, 2는 모두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한
데, 선행발명 2의 일 실시예에 해당하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단면도인 우측 [도 2]에
의하면 도광판(25) 하부에 청구항 1의 반사판과 동일한 물질인 고분자 분산 액정층
(22)을 배치하여 도광판(22)으로 빛의 일부를 반사시키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고, 이
러한 고분자 분산 액정(22)은 전원이 인가되었을 경우에는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한
다(갑5호증, 식별번호 [0037] 참조).
2) 한편, 액정표시장치 분야에서 도광판 하부에 반사판을 배치하는 것은 널리 알
려진 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선행발명 1의 실시예들 중 하나에는 도광판
(130)의 하부에 반사판(140) 구성을 포함하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므로(갑4호증, 식별번호 [0034], [도 1]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디
스플레이 장치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도광판의 하부에 빛의 반사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추가하는 시도를 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과
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의 고분자 분산 액정층(22)은 전원이 차단된 경
우에 도광판(25)으로부터 누설되는 광을 분산 또는 산란할 뿐이고, 청구항 1과 같이
광을 도광판을 향하여 반사시켜 휘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즉, 앞서 본 선행발명 2의 [도 2]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고분자 분산 액정으로
입사된 광이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빛의 ‘산란’은 ‘빛이
공기분자나 물분자와 같은 작은 입자에 의해 난반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사의 일종인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2의 고분자 분산 액정 역시 도광판으로부터
입사된 빛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2는 모두 도광판 하부에 동일한 물질인 고분자 분산
액정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고분자 분산 액정층이 청
구항 1에서만 반사기능을 수행하고, 선행발명 2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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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갑5호증)을 종합하면, 선행발
명 2의 발광부에서 도광판으로 입사된 빛이 반사시트에 의해 반사되고 이후 다시
고분자 분산 액정층에서 반사(산란)되어 일부의 빛이 도광판으로 되돌아가거나, 발
광부에서 도광판으로 입사된 빛이 직접 고분자 분산 액정층으로 입사된 후 반사(산
란)되어 일부의 빛이 도광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즉, 선행발명 2에서는 반사시트
뿐만 아니라 고분자 분산 액정층에 의해서도 광이 도광판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에
의해 빛의 손실을 줄이고 광량이 늘어나게 된다.
라) 더욱이 청구항 1은 반투과성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에 대해 특별히 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 1의 고분자 분산 액정층이 입사된 빛을 전부 반사시키
는 구성으로 한정된다거나 선행발명 2와 같이 빛의 일부만 도광판 쪽으로 반사시키
는 구성을 제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마) 결국 선행발명 2의 도광판 하부에 위치한 고분자 분산 액정 역시 청구항 1의
광투과성 반사판과 마찬가지로 광 반사기능에 의해 도광판 방향으로의 광량을 증가
시키고, 그 결과 광손실 감소 및 휘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는 것
이 옳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
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상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여 청구항 1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1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1의 휘도 개선 효과 역시 선행발
명 1, 2의 결합에 따른 효과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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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허1875 등록정정(특) 2018. 9. 1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09-0058714

2017정116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갑 제4호증: 선행발명 1

입증방법

 갑 제5호증: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선행발명 3
구성 1의 일부 차이, 구성 3, 4, 9의 차이는 선행발명 2의 수신기(12)가
USB 클라이언트 포트(28)를 포함([0101] 단락)하고, DDR 메모리를 포함하므
로([0104] 단락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입력받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1의 일부 차이, 구성 3, 4, 9의 차이인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입력받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출력’하는 특징은 이 사건 출원전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이를 부가함으로써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 이외에 새롭거나 현저한 효과를

심결요지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선행발명 3의 ‘설치’(12면)에는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리모콘 사용 관련하
여 “2. IR 어댑터를 송신기(Transmitter)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트에
꼽고, 이전 페이지들에 도시된 것과 같이 소스장치(TV, DVD 플레이어, VCR
등)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치시킵니다.(이를 통해,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신기를 통해(through the Receiver) 소스 장치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점(Benefits)’(3면)에는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from a receiving source)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이라는 기재가 있어, 이러한 기재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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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리모콘을 수신 소스가 있는 방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비디오 소스
및 송신기가 있는 다른 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수신 소스가 있는
방과 송신기가 있는 다른 방에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구성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3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게 채널변경명령을 수신기가
수신하고, 이 채널변경명령을 소스 장치로 보내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의 저장에 사용되는 이동식 저장장치로서의 USB 저장장치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나 형상을 가지는 저장장치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USB 저장장치로서 불리우는 모바일 저장장
치를 활용하여’(문단번호 [20])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를 통상의 이동식 저장장치로서의
USB 저장장치와 같이 소형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3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를 ‘USB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저장장치’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에는 ... <중략> ... 선행발명
2에도 ... <중략> ... USB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하는 저장장치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USB 통신부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청구기각)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고 한정되어 있을 뿐, 그 ‘데이터’를 ‘프로그
램’등으로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USB 통신부’에 대해서 USB 통신방식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고, USB 통신부(203)를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라고 기재되
어 있을 뿐,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으로 특정 하는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 등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하는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되어
장치의 동작에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발명 1도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입출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선행발명 2에도 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신기를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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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5항 정정 발명 및 선행발명 1 내지 3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PureAV RemoteTV 송신기로부터 오디오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비디오를 수신하는 PureAV Remote TV
수신기(선행발명 3의 3면)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AV 데이터를

수신기는 S-비디오 출력 단자 또는 컴포넌트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능하

-비디오 출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를

게 연결될 수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통해 TV에 접속 또는 해제되는 구성(선행발
명 3의 8~11면의 케이블 연결을 나타내는
각 도면들)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

선행발명 1에서 저장 및 데이터 링크유닛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14)이 USB 호스트 제어기(106), 플래시 메

한다),

모리(86),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90)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를 구비하고, 장
치의 동기화를 직접적인 USB 연결을 통해
수행하는 구성
선행발명 2에서 수신기(12)가 USB 호스트
포트(27), USB 클라이언트 포트(28) 및 DDR
메모리를 구비하여, USB 방식으로 데이터
를 입출력 하는 저장장치 구성

USB 통신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선행발명 1에서 제어 펌웨어(270)의 동기화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USB

4’라 한다);

연결을 통해서 수행하는 구성
선행발명 2에서 수신기를 동작하게 하는 프
로그램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구성

압축된 AV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 장치로부터

송신기는 아날로그 입력을 고품질 디지털

상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
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은 압축된 AV

MPEG-2 전송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신기에 무선으로 전송한다. 수신기는 디지
털 MPEG-2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AV 데이터 압축해제부

비디오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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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압축해제된
AV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그 형태로 이를 변환 한다(선행발명 3의 3면
2째 단락)

AV 데이터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및
채널 변경 명령을 유저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IR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8’
이라 한다),

device)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
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선
행발명 3의 4면 5째 단락) 및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트에 꼽
고, 소스장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치
시킨다(선행발명 3의 13면 3째 단락)

상기 데이터는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이고(이하 ‘구성

선행발명 1에서 제어 펌웨어(270)의 동기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USB

요소 9’라 한다),

연결을 통해서 수행하는 구성
선행발명 2에서 수신기를 동작하게 하는 프
로그램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구성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제공하고(이하 ‘구
성요소 10’이라 한다),

수신기는 디지털 MPEG-2 스트림을 디코딩
하고,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아날로그 형태로 이를 변환 한다(선행
발명 3의 3면 2째 단락)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는 유저로부터 상기 AV데
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입력받아, 제
어부가 유저의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각 구성요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
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

소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이하 ‘구성요소 A’라
한다),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수신된
채널 변경 명령이 상기 소스 장치로 송신된 후,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선
행발명 3의 4면) 및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트에 꼽고, 소스장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
신하면, 상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
레이 장치로 전송하여(이하 ‘구성요소 11’이라

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치시킨다(이
를 통해,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
신기를 통해 소스 장치의 기능을 제어할 수

한다)

있게 된다)(선행발명 3의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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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상기 데이터 저장과, 상기 AV 데이터 시청이라는

선행발명 3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 오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하 ‘구성

오 및 비디오를 TV에 출력하는 것(선행발명

요소 B’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형 모바

3의 3면 2째 단락)이므로, 선행발명 3 또한

일 저장장치.

AV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기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저장 및 데이터 링크
유닛(14) 또는 선행발명 2의 수신기(12)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도면]

[선행발명 1 내지 3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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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USB 저장장치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하여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별도의 장치
가 필요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들과 목적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IR 인터페이스부가 유저로부터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
는 명령을 입력 받아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반면, 선행발명 3은 수
신기가 아닌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기가 수신하는 AV 데이터는 디
스플레이 장치로 바로 출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를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들에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1, 2에는 각각 ‘USB 통신부’에 해당하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 USB 클라이언
트 포트가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USB 저장장치는 주지 관용기술이다.
2. USB 통신부는 임의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
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하
는 구성은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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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기술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인데, 특허법원은 위 구성의 의미를 프
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 등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되어 장치의 동작에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포함한다
고 보아 선행발명 1, 2에 개시된 USB 통신방식의 데이터 입출력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판
단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 판단
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법 제136조 제5항 충족 여부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의하면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정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을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배하는
지 여부, 즉 진보성 유무를 살피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3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
이 대비될 수 있다.
구성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대응
여부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 PureAV RemoteTV 송신기로부터 오디오
에 있어서,
구성
1

및 비디오를 수신하는 PureAV Remote
TV수신기(제2면)는 나타나 있으나, 데이 일부
터가 구성 4, 9로 한정되는 점이 나타나 차이
있지 않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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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대응
여부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AV 데이터 수신기는 S-비디오 출력 단자 또는 컴포넌
구성 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 트-비디오 출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
2

능하게 연결될 수 있고,

를 통해 TV, LCD 등에 접속/접속해제(제

동일

7-8면)
구성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 대응 구성 없음
3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구성 USB 통신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대응 구성 없음
4

구성
5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

차이

차이

압축된 AV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 장치로부터 수신기는 MPEG-2 전송 스크림으로 변환
상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할 수 된 신호를 전송 받는 구성(제2면)

동일

있는 무선 통신부;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은 압축된 “수신기는 MPEG-2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구성 AV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AV 데이터 압축해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6

제부; 및

아날로그 형태로 이를 변환”하는 구성(제2

동일

면)
상기 압축해제된 AV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 수신기는 디코딩 후, 압축해제된 비디오
구성

이 장치로 출력하는 AV 데이터 통신부; 및 데이터를 S-비디오 출력 단자 또는컴포넌
트-비디오 출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 동일

7

를 통해 TV, LCD 등에 출력하는 구성(제
7-8면)
채널 변경 명령을 유저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이점(Benefits)’(3면)에는 “포함된 리모콘
IR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를 이용
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구성
8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from a
receiving source)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 동일
의 사용을 허용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
를 위해,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IR 포트에
꼽고 소스장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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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대응
여부

위치(제8, 12면)한다는 기재로부터, 수신
소스(a receiving source)에 리모콘 사용을
위한 IR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함을 알 수
있음
구성 상기 데이터는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 대응 구성 없음
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이고,

9

차이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수신기는 MPEG-2로 압축된 오디오 및
구성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제공하고,

비디오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이를
압축해제 및 변환하여 출력 장치(TV)에서

10

동일

재생되도록 출력(제2면)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수신된 채널 상기 이 사건 ‘구성 8’, ‘구성 A’에서 대응시

구성
11

변경 명령이 상기 소스 장치로 송신된 후, 상기 킨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에 의하여 개시
소스 장치로부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면, 되어 있음
상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

동일

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터 저장과, 상기 AV 데이터 시청이라는 첫째, 데이터 저장 관련은 비교대상발명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1{플래시 메모리(86), DRAM(90), 기가바
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

이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 등을 포함
([0031] 및 [0060] 단락)} 또는 비교대상발
명 2{DDR 메모리를 포함하므로([0104] 단

구성

락 참조)}에도 메모리 관련 구성이 있거나, 용이

B

주지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고, 둘째, 도출
AV 데이터 시청 관련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서도 내재되어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
이므로, 구성 B는 비교대상발명들 또는
주지관용수단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임

※ 구성 1~11은 특허심판원 2016당3266 사건에서 정정청구된 사항에 의한 구성요소들이고, 구성
A, B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추가된 구성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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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비한바 구성 1의 일부 차이, 구성 3, 4, 9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상기 차이점을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구성 1, 3, 9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USB 저장장치인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관한 구성이고, 비교대상발명 1에도 ‘저장 및 데이터
링크 유닛(14)’은 그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106) 및 external USB port 구성을 동일하게 개시하고 있으므
로(도 3, [0031] 및 [0060] 단락), 구성 1, 3, 9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다음으로 구성 4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으
로 해석되며, 비교대상발명 1에서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은 USB 호스트 컨트
롤러(106) 및 플래시 메모리(86), DRAM(90), 기가바이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
등을 포함([0031] 및 [0060] 단락)하며, 또한 동기화는 PC(18)에 직접적인 유선 USB
연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재([0060] 단락)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의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도 USB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저장하거나, 저장
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
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한편, 상기 차이점을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상기 구성 1의 일
부 차이, 구성 3, 4, 9의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수신기(12)가 USB 클라이언트 포
트(28)를 포함([0101] 단락)하고, DDR 메모리를 포함하므로([0104] 단락 참조), 통상
의 기술자라면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입력받
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구성을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1의 일부 차이, 구성 3, 4, 9의 차이인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입력받아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USB 통
신방식으로 출력’하는 특징은 이 사건 출원전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이를 부
가함으로써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 이외에 새롭거나 현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모두 소스 장치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압축해제하여 출력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
므로,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1, 2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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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교대상발명 3에 적용할 수 있어 결합의 용이성 또한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및 주지관
용기술, 비교대상발명 1 및 3,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및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
허법 제136조 제5항에 따라 정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주장 검토
청구인은, 이 사건 정정 청구항 5항의 구성요소 A는 유저가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수신된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IR 인터페이스부로 수신
하여야 비로소 디스플레이 장치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은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다른 방에서 사용하여 소스장치로부터 수신하게 되는 영상
데이터를 상기 다른 방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별도의 명령없이 바로 출력하게 되므
로,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구성대비표의 구성 A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3의 기재에 의
하면, 소스 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신기를 통해 소스 장치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스장치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멈춤, 채널변경 명령, 전원 켬, 전원 끔 등의 명령을 수신기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3에는 PureAV Remote TV의 리모콘 사용과 관
련하여 PureAV 리모콘 확장기(Remote Control Extender, IR 어댑터)만 제시되어 있고,
IR 어댑터는 송신기 후면 패널에 부착된 IR 포트에 꼽혀서 리모콘의 신호를 수신하
는 반면, 수신기에는 어떠한 다른 사용자 명령 수신부도 개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 11과 같이 채널변경명령을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수신하고, 이 채널변경명령을 소스 장치로 보내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3의 ‘설치’(12면)에는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리모콘
사용 관련하여 “2. IR 어댑터를 송신기(Transmitter)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트에
꼽고, 이전 페이지들에 도시된 것과 같이 소스장치(TV, DVD 플레이어, VCR 등)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치시킵니다.(이를 통해,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
신기를 통해(through the Receiver) 소스 장치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점(Benefits)’(3면)에는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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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from a receiving source)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이라는 기재
가 있어, 이러한 기재들을 볼 때, 사용자는 리모콘을 수신 소스가 있는 방에서 사용
하는 것이지, 비디오 소스 및 송신기가 있는 다른 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수
신 소스가 있는 방과 송신기가 있는 다른 방에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구성이 없으므
로, 비교대상발명 3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게 채널변경명령을 수신기
가 수신하고, 이 채널변경명령을 소스 장치로 보내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
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법 제136조 제5항 정정요건 충족 여부(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구성요소 1]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PureAV RemoteTV 송신기로부터 오디오 및 비
저장장치에 있어서,

디오를 수신하는 PureAV Remote TV수신기(선
행발명 3의 3면)

[구성요소 2]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A 수신기는 S-비디오 출력 단자 또는 컴포넌트-비
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오 출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를 통해 TV에
탈착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고,

접속 또는 해제되는 구성(선행발명 3의 8~11면
의 케이블 연결을 나타내는 각 도면들)

[구성요소 3]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

대응 구성 없음

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구성요소 4] USB 통신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를

대응 구성 없음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

[구성요소 5] 압축된 AV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 장 송신기는 아날로그 입력을 고품질 디지털 MPEG
치로부터 상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2 전송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신기에 무
할 수 있는 무선 통신부;

선으로 전송한다. 수신기는 디지털 MPEG-2 스

트림을 디코딩하고,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디스
[구성요소 6]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 플레이하기 위한 아날로그 형태로 이를 변환 한
은 압축된 AV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AV 데이터 다(선행발명 3의 3면 2째 단락).
압축해제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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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구성요소 7] 상기 압축해제된 AV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AV 데이터 통신부; 및
[구성요소 8] 채널 변경 명령을 유저로부터 입력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
받을 수 있는 IR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 제어하도록 기
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선행발명 3의 4면 5
째 단락).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
트에 꼽고, 소스장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
치시킨다(선행발명 3의 13면 3째 단락).

[구성요소 9] 상기 데이터는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대응 구성 없음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이고,

[구성요소 10]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소스 장치
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제공
하고,

수신기는 디지털 MPEG-2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아날
로그 형태로 이를 변환 한다(선행발명 3의 3면 2
째 단락).

[구성요소 A]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는 유저로부터
상기 AV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입력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
받아, 제어부가 유저의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각 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 제어하도록 기

구성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선행발명 3의 4면).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후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
[구성요소 11]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트에 꼽고, 소스장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
수신된 채널 변경 명령이 상기 소스 장치로 송신 치시킨다(이를 통해, 소스장치의 리모콘을 사용하
된 후,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변경된 채널 데이터 여 수신기를 통해 소스 장치의 기능을 제어할 수
를 수신하면, 상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상기 디 있게 된다)(선행발명 3의 13면).
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

[구성요소 B] 상기 데이터 저장과, 상기 AV 데이터
시청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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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대응 구성 없음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2, 5 내지 7, 10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 5~7, 10은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능하게 연결되고 소스 장치로부터 압축된 AV 데이
터를 무선 통신부가 수신하여 수신된 AV 데이터를 AV 데이터 압축해제부가 압축
해제하여 AV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출력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발명 3의 ‘PureAV RemoteTV 송신기로부터 오디오 및 비디오를 수신하는
PureAV Remote TV수신기로 구성되고, 수신기는 S-비디오 출력 단자 또는 컴포넌트비디오 출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를 통해 TV에 접속 또는 해제되는’ 구성(선행
발명 3의 8~11면의 케이블 연결을 나타내는 각 도면들)과 ‘송신기는 아날로그 입력
을 고품질 디지털 MPEG-2 전송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신기에 무선으로 전송
한다. 수신기는 디지털 MPEG-2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디스플
레이하기 위한 아날로그 형태로 이를 변환 한다.’(선행발명 3의 3면 2째 단락)는 기
재와 대응하고, 양 대응 구성은 소스 장치로부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
신 받아 압축을 해제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양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8, 11, A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8, 11, A는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유저
로부터 채널 변경 명령을 입력받아 소스 장치로 송신한 후, 소스 장치로부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여 채널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3에는 ‘포함된 리모콘 확장기(IR pass-through device)를 이용하여,
어느 한 방에 있는 비디오 소스를 다른 방에 있는 수신 소스로부터 제어하도록 기존
리모콘의 사용을 허용함’(선행발명 3의 4면 5째 단락) 및 ‘IR 어댑터를 송신기의 후
면 패널에 위치한 IR 포트에 꼽고, 소스장치의 IR 포트 근처에 헤드를 위치시킨다.’
(선행발명 3의 13면 3째 단락)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은 수신 소스가 있
는 방에서 기존 리모콘을 사용하도록 하므로 선행발명 3의 수신 소스에는 리모콘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선행발명 3의 소스장치
는 케이블 박스, 위성 수신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및 DVD/CD 플레이어인데, 기
존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신 소스로부터 다른 방에 위치한 소스장치가 제어되도록
한다는 것은 곧 소스장치의 채널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8, 11, A는 선행발명 3의 위 대응구
성과 유저의 채널 변경 명령을 입력받아 소스 장치로 송신하고, 소스장치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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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로 송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3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4) 구성요소 4, 9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9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
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를 그 기술구성으로 하는데 비해, 선행발명 3에는 이와 대응하는 기술구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5) 구성요소 B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B는 데이터 저장과 AV 데이터의 시청
이라는 기능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가) 차이점 1은 구성요소 3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 구성이 선행발명 3에 대응구성이 없다는 점이다.
먼저 구성요소 3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의 기술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USB란 ‘범용 직렬 버스’라는 통신 방식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USB 저장 장치는 그 입출력 방식을 USB 통신 방식으
로 하는 저장수단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대해서 ‘USB 통신방식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
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다.’(문단번호 [65]), ‘데이터 저장부(405)는, 본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며, USB
통신부(403)를 통해서 입력(또는 수신)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문단번호
[66])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의 ‘수신기
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소스장치로부터 송신된 AV 데이터를 수신 받아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하는 기능 외에 USB 통신부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통상
적인 USB 저장장치로서의 기능이 부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
정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AV 커넥터(317)는 AV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AV 커넥터(317)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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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b 단자, S 비디오 단자, 콤퍼넌트 단자(R, G, B), 및 콤포지트 단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문단번호 [53]) 및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400)는 USB 커넥터
(401), USB 통신부(403), 데이터 저장부(405), AV 데이터 압축기(419), 무선 통신부
(411), 제어부(413), 연결부(402), AV 커넥터(417), AV 데이터 통신부(415)를 포함한
다.’(문단번호 [63])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Sub 단자, S 비디오 단자, 콤퍼넌트 단자
(R, G, B) 또는 콤포지트 단자 등의 입출력 단자들은 장치에 구비될 때 일정한 크기
의 공간이 필요한 전기부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의 저장에 사용되는 이동식 저장장치로서의 USB
저장장치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나 형상을 가지는 저장장치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
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USB 저장장치로서 불리우는 모바일 저
장장치를 활용하여’(문단번호 [20])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
서 어디에도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를 통상의 이동식 저장장치로서의 USB 저장
장치와 같이 소형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
다면 구성요소 3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
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를 ‘USB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저장장치’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선행발명 1에는 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저장 및 데이터
링크유닛(14)’이 USB 호스트 제어기(106), 플래시 메모리(86), 동적 랜덤 액세스 메
모리(90)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를 구비하고 있고, 장치의 동기화를 직접적인
USB 연결을 통해 수행하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과 마찬가지로
USB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은 마이크로프로세서(82), 플래시 메모리(86), 동적 랜덤 액세스 메
모리(DRAM)(90), 전력 변환 및 배터리 충전 서브 시스템(94),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98),
PC카드 호스트 제어기(102), PC 카드 커넥터(110), USB 호스트 제어기(106) 및 10GB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112), 및 충전 가능한 내부 배터리(122)를 포함한다. 무선 LAN PC 카드(114)가 PC
카드 커넥터(110) 슬롯에 포함되어 위치된다(문단번호 [31]).
동기화는 또한 PC(18)에의 직접적인 유선 USB 연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용자의
PC(18) 상의 시스템 제어 애플리케이션(210)은 자동적으로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을 인식하
고, 무선 LAN(34)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적절한 동기화를 수행한다(선행발명
1의 문단번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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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선행발명 2에도 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신기(12)’가 US
B 호스트 포트(27), USB 클라이언트 포트(28) 및 DDR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어, USB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하는 저장장치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수신기(12)는 도 4(전면) 및 도 5(후면)에서 더욱 상세히 도시된다. 그것은 HDMI 비디오커넥터
(25), 이더넷 포트(26), USB 호스트 포트(27), USB 클라이언트 포트(28), RS232 포트(29) 및 적외
선 송신기 및 수신기 쌍(30)을 포함한다(송신기 상의 I/R 쌍(16)뿐만 아니라) I/R 쌍(30)은 38 kHz
신호 +/1 2kHz 윈도우에서 신호들을 지원한다(선행발명 2의 문단번호 [101]).
수신기(12)의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은 예컨대 DDR 메모리와 함께 인텔 IXP455 프로세서를 사용
하는 PCI 버스 아키텍처에 기반한다(문단번호 [104]).

2) 차이점 2
가) 차이점 2는 구성요소 4, 9에서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
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식으로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
를 그 기술구성으로 하는데 비해, 선행발명 3에는 이와 대응하는 기술구성이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점이다. 구성요소 9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
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그 기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USB 통신부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고 한정되어 있을 뿐,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 등으로 특
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USB 통신부(203)는 USB 통신방식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다
(문단번호 [38], 동일 취지기재 문단번호 [65], [78]).
데이터 저장부(205)는, 본 송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
이터를 저장하며, USB 통신부(203)를 통해서 입력(또는 수신)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도 2에
는 데이터 저장부(205)가 한 개로 도시되어 있지만, 2개 이상의 데이터 저장부를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프로그램 등과 같은 데이터와 USB 통신부(203)를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저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문단번호 [39], 동일 취지기재 문단번호 [66], [79]).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USB 통신부’에 대해서 USB 통신방식으로 멀
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고, USB 통신부(203)를 통해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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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되는 데이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USB 통신부를 통해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모
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으로 특정 하는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USB 통신부(203)는 USB 통신방식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USB 통신부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
일도 수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장치는 프로그
램에 의해 구동되어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데, 통상적으로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는 ‘장치를 구동하는데 필요
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도 장치가 동작하기 위
해 필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반
드시 특정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② 구
성의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나 라이
브러리 등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SB 통신
부를 통해 입출력되어 장치의 동작에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를 기초로, 위 구성요소 4, 9를 선행발명 1과 대비하면, 선행발명 1에는
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제어 펌웨어(270)의 동기화라는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USB 연결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도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USB 통신방
식으로 입출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은 운영 시스템을 포함하고, 운영 시스템은 일 실시예에서 Linux이
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제어 펌웨어(270)가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에 존재한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에도 저장된다. 제어 펌웨어(270)의 일부 기능들은 이
하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략)... 3. PC(18) 상에서 컨텐츠 데이터베이스(226)가
변경될 때마다 컨텐츠를 동기화하기(전송 또는 삭제) - PC(18)와의 통신이 발생할 때, 제어 펌웨어
(270)는 PC(18) 상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226)의 컨텐츠를 차량의 저장 및 재생 시스템(10) 상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230)와 비교한다(선행발명 1의 문단번호 [52]).
동기화는 또한 PC(18)에의 직접적인 유선 USB 연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용자의
PC(18) 상의 시스템 제어 애플리케이션(210)은 자동적으로 저장 및 데이터링크 유닛(14)을 인식하
고, 무선 LAN(34)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적절한 동기화를 수행한다(선행발명
1의 문단번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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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선행발명 2에도 아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신기를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선행
발명 2에는 신규 동작 펌웨어가 이더넷 RJ45 또는 무선 링크에 의해 수신되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명 2 또한 USB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USB 통신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입출력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USB 통신 수단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것인 점을 더하
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 동작 펌웨어를 USB 통신 수단을 통해 수신하도
록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수신기는 FPGA 실행 펌웨어에 의해 제어된다(선행발명 2의 문단번호 [206]).
신규 동작 펌웨어가 이더넷 RJ45 접속 포트를 통해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다. 중단된 또는 오류
가 있는 전송이 발생한 경우에, 제품은 통신하고 유효한 펌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수신하기 위해 충
분히 동작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수신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동작은 수신기 내의 포함된
모든 프로세서와 서브프로세서에 대한 업그레이드 코드를 포함하므로, 수신기의 부품들을 개별적
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또는 무선 링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선행발명 2의 문단번호 [207]).

3) 차이점 3
차이점 3은 구성요소 B에서 데이터 저장과 AV 데이터의 시청이라는 기능을
모두 달성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이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를 TV
에 출력하는 것(선행발명 3의 3면 2째 단락 참조)이므로, 선행발명 3도 AV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행발명 3에는 데이터의 저장 기능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기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
명 1의 ‘저장 및 데이터 링크유닛(14)’ 또는 선행발명 2의 ‘수신기(12)’에 데이터 저
장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4)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용이성
다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내지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선행발명 1 내지 3은 모두 소스 장치로부터 멀티 미
디어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동일하다. 그리고 USB 통신 수단은 데이터의 입
출력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는데, 이를 구비하고 있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해 USB 통신 수단을 채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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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동기가 선행발명들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SB 통신 수단을 선
행발명 3에 부가하는 것이 단지 USB 통신 수단을 부가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적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변경이 선행발명 3의 구조
를 과도하게 변경하거나 구성을 치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는 서로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재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내지 2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주장들에 대한 검토
1)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USB 저장장치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하여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들과 목적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이라고 함
은, 영상이나 음성과 관련된 데이터로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멀티 미디어 파일은 모니터나 스피커로 바로 출력될 수 없고, AV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된 후에 모니터나 스피커로 출력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문단번호
[29]), ‘USB 통신부(403)는 USB 통신방식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다.’(문단번호 [65]) 및 ‘AV 데이터 통신부(415)는, AV 데이터 압축해제
부(419)에 의해 압축해제된 아날로그 형태의 AV 데이터를 AV 커넥터(417)를 통해
서, 외부로 송신할 수 있다. 여기서, 외부는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될 수
있다.’(문단번호 [69])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수신 또는 송신하는 USB 통신부로는 멀티 미디어 데이
터를 시청할 수 없고, USB 통신부는 단지 멀티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되어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시청하도록
하는 통신 수단은 AV 데이터 통신부와 AV 커넥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수신기도 디스플레이와 컴포넌트, S-비디오, 콤포지트 등의
AV 커넥터로 연결(선행발명 3의 9~11면 케이블 연결을 나타내는 각 도면들 참조)되
어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AV 데이터를 시청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리모컨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3도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되어 오디오 및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고 또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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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소스장치로부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수신한 AV 데이터가 유저로부터 별도의 디스플레이 명령이 수신되어야 비로소 디
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리모컨은 소스
장치를 제어하는 리모컨이므로,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수신된 AV 데이터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명령’ 없이 바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청구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신기형 모
바일 저장장치는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능하게 연
결될 수 있고(구성요소 2)’,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은 압축된 AV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AV 데이터 압축해제부(구성요소 6)’, ‘압축해제된 AV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AV 데이터 통신부(구성요소 7)’ 그리고 ‘상기 IR 인터
페이스부는 유저로부터 상기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입력받아, 제
어부가 유저의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각 구성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구성요
소 A)’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A(유저로부터 AV 데
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입력받아 제어부가 각 구성요소를 제어할 수 있게
하고)는 이 사건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유저의 디스플레이 명령에 따라 AV
데이터를 소스장치로부터 수신 받아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의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저로부
터 별도의 디스플레이 명령이 수신되어야 비로소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어 디스
플레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다음과 같
은 기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송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의 기능 블록도이다(문단번호
[35]).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부(213)는, USB 커넥터(201)를 통해서 멀티 미디어 데이
터를 입력받고, 그러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외부로부터 받은 경우에,
AV 데이터 프로세서(207)를 제어하여 AV 데이터로 변환토록 하고, AV 데이터 압축부(209)와 무선
통신부(211)를 각각 제어하여 AV 데이터를 압축하여 무선으로 송신한다(문단번호 [46]).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의 기능 블록도이다(문단번호 [49]).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부(313)는, USB 커넥터(301)를 통해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
를 입력받거나 AV 커넥터(317)를 통해서 AV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러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
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외부로부터 받은 경우에, AV 데이터 프로세서(307), AV 데이터 압축부
(309), 무선 통신부(311)를 각각 제어하여 AV 데이터를 압축하여 무선으로 송신할 수 있다(문단번
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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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은, 예를 들면, USB 커텍터(301) 또는 AV 커넥터
(317)를 통해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와 함께 입력받을 수 있다. 다르게는(alternatively), 도 3에는 미도
시 되어 있지만 유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라는 명령을 외부로부
터 직접 입력받을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부(미도시)를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한 유저 인터페
이스부(미도시)를 통해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유저로부터 입력받으면,
제어부(313)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제어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문단번호 [60]).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
령’에 대해 송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AV 데이터를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송신하는 구성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의 제어부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
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하도록 하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들에서도, 제어부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디
스플레이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부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 또는 AV 데이터와 함께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적
으로 설명하지 않더라고, 가능함을 미리 언급하여 두는 바이다.’(문단번호 [61])는 기
재와 그 기재에 이어서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이는 ‘유저
명령을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 이러한
기재로부터 AV 데이터가 유저로부터 별도의 디스플레이 명령이 수신되어야 비로소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도록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어, 수
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의 제어부는 채널 변경과 같은 유저의 명령을 소스장치로
송신하여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R 인터페이스부(625)는 외부로부터(예를 들면 적외선으로 채널 변경을 할 수 있는 리모콘) 유저의
명령이 포함된 신호(즉, 적외선)를 입력받을 수 있다. IR 인터페이스부(625)를 통해서 유저의 명령이
입력되면, 제어부(625)는 유저의 명령에 대응하여 각 구성요소들을 제어한다(문단번호 [94]).
유저의 명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채널 변경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채널 변경과
관련된 설명은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문단번호 [95]).
채널 변경을 위해서, RX1, RX2, TX의 각각의 제어부가 동작한다(문단번호 [109]).
예를 들면, RX1의 제어부는, 채널 변경 명령이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해서 수신되면, 채널 변경 명령
을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TX로 전송한다. TX의 제어부는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채널 변경 명령이
수신되면, 수신한 채널 변경 명령을 소스 장치로 전송한다(문단번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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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종합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이 갖는
위 구성상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또는 2를 결합하
여 용이하게 극복하여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
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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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허2304 거절결정(특) 2018. 9. 1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아머 케이블 전환을 갖는 해저 전력수송 케이블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1-7008511

2016원1296

관련사건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4,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4호증: 선행발명 1
 을 제7호증: 선행발명 4
 을 제8호증: 선행발명 5

입증방법

 을 제9호증: 주지관용기술 - Fundamentals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nd ed. William D. Callister, Jr. (2005. 발행)
 을 제10호증: 주지관용기술 - Fundamentals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4th ed.의 번역도서. William F. Smith (2008. 6. 2.)
선행발명 1에 수중 침설 부분(2) 및 육양부분(3, 4)의 서로 다른 금속을
포함하는 두 외장이 접속점(5, 6)에서 서로 접촉되어 있고, 이종 금속의 접
촉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게 됨은 이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적 특징이라 할 것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선행발명 5는 물, 소금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심결요지

갈바닉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에 관한 것인데(컬럼 2의 발명의
요약, 컬럼 3의 35 내지 52행, 도면 2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4 역시 오염 공기, 물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갈바닉 부
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아연 등을 포함하는 부식
방지 보호부를 케이블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이종 금속의 접축 부위
를 중심으로 일정 영역 내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경제적,
기계적, 전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
하여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수중 침설 부분(2) 및 육양부분(3,
4)의 서로 다른 금속을 포함하는 두 외장의 접속점(5, 6)에서의 갈바닉 부
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발명 4, 5에 개시된 해결수단을 채용함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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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방지 보호부를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를 중심으로 일정 영역 내에 적
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경제적, 기계적, 전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하여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갈바니 부식은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인 점, 선행발명 1의 접속점에서
이종 금속접촉이 있고, 접속점은 바닷물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바니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치된 케이블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업계의 당연한
요구사항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갈바니 부식에 의한 전기적 단선을 막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또는 선행발명 5의 갈바니 부식 방지기술을 선행
발명 1의 이종 금속접촉이 이루어지는 접속점에 결합시키는데 별다른 어
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종 금속의 접속점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이 예상되
는 부분에 아연을 도금하는 기술은 이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기술이다. 선행발명 4는 ‘아연이 피복된 도전성 띠 형태(스트립 형태)의 금
속 실드(28)가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조립체를 감싸는 구
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성도체(24)와 금속실드(28)가 접촉하
판결요지
(청구기각)

는 부분에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도체와 금속
실드 사이에 아연층(26, 34)을 삽입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행
발명 5는 ‘스틸 바(steel bar)의 길이를 따라 아연을 와이어 또는 스트립
형태로 부착하여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접속점(5, 6)에서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발명 4 또는 선행발명 5의 갈바니 부식 방지기
술을 부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를 1 내지 20m로 한정하
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수치를 한정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고, 수치범위의 변경에 따른
부식방지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없어 잘 알려진 부식방지
효과 외에 이질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도 없다. 또한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는 제1, 2 섹션의 아머 요소의 형상과 크기, 설치 환경, 설치 비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를 1 내지 20m로 한정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한
정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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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4,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4, 5

제1 금속재료로 제조된 케이블 아머요소(355a) [선행발명 1]
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제1 섹션(235;335)과, 육양 부분을 비자기성 금속선 또는 철 손실이
제2 금속재료로 제조된 케이블 아머요소(355b) 적은 특수한 철선으로 외장함으로써, 교류
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제2 섹션(225;325)을 송전에 대해 외장 금속선의 자기 손실에서
구비하고, 상기 제2 금속재료는 실질적으로 강자 기인한 온도 상승을 제거할 수 있으며, 대부
성이 없고, 상기 섹션들은 서로 길이방향으로 인 분을 차지하는 수중 부분은 보통의 철선 또는
접해 있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 섹션 강선으로 외장하는 구성
(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제2

섹션

(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점과
일치하게 부식방지 보호부가 제공되며, 상기 부
식방지 보호부는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
(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에 삽입된 아연 로드 또는 스트립(505)을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부식방지
보호부는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선행발명 4]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 아연이 피복된 도전성 띠 형태(스트립 형태)
촉지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방향으로 1m에서 의 금속 실드(28)가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20m까지의 길이로 뻗어 있는(이하 ‘구성요소 3’이 위해 케이블 조립체를 감싸는 구성(을 제7호
라 한다) 전력수송 케이블(이하 ‘이 사건 제1항 증, 식별번호 [07], [16], [24], [26], 도면) 및
중성도체(24)와 금속실드(28)가 접촉하는 부
발명’이라 한다)
분에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도체와 금속실드 사이에 아연층
(26, 34)을 삽입하는 구성(을 제7호증, 식별번
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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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4, 5
[선행발명 5]
스틸 바(steel bar)의 길이를 따라 아연을 와이
어 또는 스트립 형태로 부착하여 갈바니 부식
을 방지하는 구성(을 제8호증, 컬럼 2의 발명
의 요약, 컬럼 3의 35 내지 52행, 도면 2).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 4는 서로 다른 재료(아머)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식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고, 선행발명 5는 선행발명 1, 4와는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또는 5를 결합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
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피고 주장
1.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에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으로서, 이는 주지관용기술 1, 2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또는 5를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행발명 1의 접속점(5, 6)에서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또는 5의 갈바니 부식 방지 기술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
부인데, 특허법원은 갈바니 부식이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인 점, 선행발명 1의 접속점에서
이종 금속접촉이 있고, 접속점은 바닷물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바니 부식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설치된 케이블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업계의 당연
한 요구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양자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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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
1)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해저 전력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비강자성 금속재
료 아머와 종래 금속재료 아머 사이의 전환부에 부식방지 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해
결과제로 하는데(식별번호 [0001], [0025] 내지 [0029]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교류
용 단심 해저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수중 부분에 보통의 철선(또는 강선)으로 구성
된 외장을 설치하고 양육부분에 비자기성 금속선(또는 철 손실이 적은 특수 철선)으
로 외장을 처리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며(1면 ‘실용신안의 성질, 작용 및 효과의
요령’ 1문단 참조), 비교대상발명 4는 전력 수송용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케이블을
갈바닉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식별번호 [0003], [0014] 참조),
비교대상발명 5는 아연 와이어에 의한 철근의 갈바닉 보호 기술에 관한 것으로, 환
경적 요인(물, 소금 등)에 의해 철근에 발생하는 갈바닉 부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한다(1컬럼 5 내지 25행, 2컬럼 ‘발명의 요약’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전력 수송을 위한 케이블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4와,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
상발명 4, 5와 그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갈바닉 부식으로
부터 대상물(케이블, 철근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4, 5에 비하여 그
해결과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아래 표와 같이 대비된다.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면 및 도면)

비고

제1 금속재료로 제조된 케이블 아머요소(355a) 저렴한 철선(또는 강선)으로 구성된 외장을
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제1 섹션(235;335)과, 구비한 수중 침설 부분(2)과 비자기성 금속
제2 금속재료로 제조된 케이블 아머요소 선(또는 철 손실이 적은 특수 철선)으로 이
구성 (355b)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제2 섹션(225; 루어진 외장을 구비한 양육부분(3, 4)을 구 일부
1 325)을 구비하고, 제2 금속재료는 실질적으로 비하는 전력수송용 해저 케이블
차이
강자성이 없고, 섹션들은 서로 길이방향으로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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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면 및 도면)

비고

-

차이

-

차이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
구성
2

점과 일치하게 부식방지 보호부가 제공되며, 부
식방지 보호부는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
소(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
(335b) 사이에 삽입된 아연 로드 또는 스트립
(505)을 구비
부식방지 보호부는 제1 섹션(235; 335)의 아머

구성 요소(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
3

(335b) 사이의 접촉지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방향
으로 1m에서 20m까지의 길이로 뻗어 있음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구성 ①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한 것이므로(청구인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함), 아래에서는 통상의 기
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 5로부터 구성 ②, ③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
핀다.
나) 먼저 구성 ②를 살피면, 구성 ②는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점과 일치하게 아연 로드 또는 스
트립(505)을 구비하는 부식방지 보호부’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
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4는 ‘아연 피복된 도전성 띠 형태(스트립 형태)의
금속 실드(28)가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조립체를 감싸는 구성’을 개
시하고 있고(식별번호 [0007], [0016], [0024], [0026], 도면 참조), 비교대상발명 5는
‘철근의 길이를 따라 아연을 와이어 또는 스트립 형태로 부착하여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2컬럼 ‘발명의 요약’, 3컬럼 35 내지 52행, 도면
2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4, 5의 위 대
응구성을 적용하여 수중 침설 부분(2)의 외장 및 양육부분(3, 4)의 외장 사이에 아연
등을 와이어 또는 스트립 형태로 구비하도록 단순 설계 변경함으로써 구성 ②에 이
르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비교대상발명 1에는 두 아머들이 결합되는 부분
에서의 부식 문제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고, ㉡ 비교대상발명 5는 케이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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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아니라 강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화 철 바에 관한 것으로, 전력 케이블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 4와 그 기술분야가 전혀 상이하며, ㉢ 비교
대상발명 4(또는 비교대상발명 5)는 단지 케이블(또는 철근) 길이 전체로 연장되는
부식방지 보호를 개시할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 5로부터 구
성 ②를 도출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1도 수중 침설 부분(2) 및 양육부분(3, 4)의 서로
다른 금속을 포함하는 두 외장이 접속점(5, 6)에서 서로 접촉되어 있고,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게 됨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
려진 일반적인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것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사항이라 할 수 있고, ㉯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5는 물, 소금 등의 환경
적 요인에 의한 갈바닉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에 관한 것인데(2컬럼 ‘발명
의 요약’, 3컬럼 35 내지 52행, 도면 2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4
역시 오염 공기, 물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갈바닉 부식)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발명에 관한 것이며, ㉰ 아연 등을 포함하는 부식방지 보호부를 케이블 전
체에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이종 금속의 접축 부위를 중심으로 일정 영역 내에만 적용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경제적, 기계적, 전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하여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수중 침설 부분(2) 및
양육부분(3, 4)의 서로 다른 금속을 포함하는 두 외장의 접속점(5, 6)에서의 갈바닉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4, 5애 개시된 해결수단을 채용하여 구성
②를 도출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구성 ③을 살피면, 구성 ③은 ‘제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
(355a)와 제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방향으로 1m에서 20m까지의 길이로 뻗어 있는 부식방지 보호부’인데, 이는 앞서
‘나). ㉰’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식방지 보호부를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를 중심으
로 일정 영역 내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경제적, 기계적, 전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하여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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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③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 5로부터 쉽게 도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 5와 그 기술분야 및 해
결과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 4, 5에 비해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4, 5에 의하
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
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
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행발명 1, 4는 서로 다른 재료(아머)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식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고, 선행발명 5는 선행발명 1, 4와는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또는 5를 결합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표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을 제4호증)

[구성요소 1] 제 1 금속재료로 제조된 케이블

육양 부분을 비자기성 금속선 또는 철 손실이

아머요소(355a)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제

적은 특수한 철선으로 외장함으로써, 교류 송전

1 섹션(235; 335)과, 제 2 금속재료로 제조된

에 대해 외장 금속선의 자기 손실에서 기인한

- 467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을 제4호증)

케이블 아머요소(355b)가 제공된 적어도 하나
의 제 2 섹션(225;325)을 구비하고, 상기 제
2 금속재료는 실질적으로 강자성이 없고, 상기
섹션들은 서로 길이방향으로 인접해 있고,

온도 상승을 제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
하는 수중 부분은 보통의 철선 또는 강선으로
외장

[구성요소 2] 제 1 섹션(235;335)의 아머요소
(355a)와 제 2 섹션(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점과 일치하게 부식방지 보호부가
2

제공되며, 상기 부식방지 보호부는 제 1 섹션
(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제 2 섹션
(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에 삽입된
아연 로드 또는 스트립(505)을 구비하며,
[구성요소 3] 상기 부식방지 보호부는 제 1 섹션
(235;335)의 아머요소(355a)와 제 2 섹션

3

(225;325)의 아머요소(335b) 사이의 접촉지점
으로부터 적어도 한 방향으로 1m에서 20m까지
의 길이로 뻗어 있는 전력수송 케이블

2)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은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해
저에 설치되는 부분은 종래의 금속재료를 이용한 케이블 아머를 사용하는 점, 해안과
육지에 설치되는 부분은 비자기성 금속을 이용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해 당
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 1, 2 섹션의 연결부분에 부식방지 보호부를 설
치한 반면, 선행발명 1은 부식방지 보호부를 포함하지 않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를 아머요소 사이의 접촉지점
으로부터 1 내지 20m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선행발명 1의 접속점(5, 6)은 다른 종류의 금속의 접촉(이종 금속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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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접속점
에서 갈바니 부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달리 부식방지 보호부가 없다.
그러나 이종 금속의 접속점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 아연을 도금하는 기술은 이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기술
이다. 선행발명 4는 ‘아연이 피복된 도전성 띠 형태(스트립 형태)의 금속 실드(28)가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조립체를 감싸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을 제7호증, 식별번호 [07], [16], [24], [26], 도면), 중성도체(24)와 금속실드
(28)가 접촉하는 부분에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도체와 금
속실드 사이에 아연층(26, 34)을 삽입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을 제7호증, 식별번
호 [26]). 또한 선행발명 5는 ‘스틸 바(steel bar)의 길이를 따라 아연을 와이어 또는
스트립 형태로 부착하여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을 제8호
증, 컬럼 2의 ‘발명의 요약’, 컬럼 3의 35 내지 52행, 도면 2).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접속점(5, 6)에서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발명 4 또는 선행발명 5의 갈바니 부식 방지기술을 부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차
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또는 5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를 1 내지 20m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효과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고, 수치범위의 변경에 따른 부식방지 효과의 차이
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없어 잘 알려진 부식방지 효과 외에 이질적인 효과를 발견
할 수도 없다. 또한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는 제1, 2 섹션의 아머 요소의 형상과
크기, 설치 환경, 설치 비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부식방지 보호부의 길이를 1 내지 20m로 한정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4) 결합용이성 검토
갈바니 부식은 널리 알려진 기술 상식인 점, 선행발명 1의 접속점에서 이종
금속접촉이 있고, 접속점은 바닷물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바니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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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업계의 당연한 요구사항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갈
바니 부식에 의한 전기적 단선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의 접속점에 갈바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할 동기가 충분하다.
여기에, 선행발명 4, 5는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 기술은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종 금속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
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 4, 5의 명세서에 이종 금속접촉에서는 적용하
기 어려운 제한사항이 기재된 바도 없는 점, 선행발명 4는 선행발명 1과 같은 케이
블 분야의 기술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또는 선행발명
5의 갈바니 부식 방지기술을 선행발명 1의 이종 금속접촉이 이루어지는 접속점에
결합시키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두 아머들이 결합되는 접촉 부분의 부식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에는 수중 침설 부분(2)의 외장과 육양 부분(3, 4)의 외장으로 사용
되는 서로 다른 금속이 접속되는 접속점(5, 6)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서 발생
하는 부식에 대해 직접 사시하거나 개시하는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금속의 접촉 부위에 갈바니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상식이므로 선행발명 1의 접속점에서 갈바니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식 방지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선행발명 4는 구성요소 1을 개시하지 않고 있고, 케이블의 길이 방
향으로 연장된 부식방지 보호부를 개시하고 있을 뿐이며, 접촉 부분이 동일한 도전성
금속만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재료 사이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
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해결하려는 과제와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 1에 이미 개시된 이상 갈바니 부식 방지 기술을 결
합시키기 위한 선행발명 4에 구성요소 1이 별도로 개시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부식방지 보호부는 갈바니 부식이 발생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행
발명 4는 케이블 길이 방향으로 부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부식방지 보호부를
설치한 것일 뿐이고, 이종 금속의 접촉지점의 형상과 크기가 달라지면 통상의 기술
자는 이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부식방지 보호부의 설치 범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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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4는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금속(아연)을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접촉 부분이 동일한 도전성 금속을 포함하
게 된 것일 뿐, 갈바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식 문제에 대한 인
식이 결여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해결과제나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기 어
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선행발명 5는 전력 수송 케이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강용 스틸
바(steel bar)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기술 분야가 다르고, 보강용
스틸 바의 길이 전체를 따라 연장하는 부식방지 보호부를 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식 방지 기술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문제인 이중 금속 접촉
부에 발생하는 갈바니 부식 방지를 위해 선행발명 5의 부식 방지 보호 기술을 결합시
키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갈바니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부식의 예방 정도, 설치 환경,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와 너
비로 부식 방지 보호부를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또는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 거절되어
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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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허2311 거절결정(특) 2018. 10. 12.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토출 헤드의 세정 방법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0051352

2016원2996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선행발명 1

입증방법

 갑 제4호증: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선행발명 3
선행발명 1은 린스수단 내에 초음파 발생장치 및 분사노즐을 함께 설
치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음판 발생기를 세정액이 머무르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더욱이 선행발명 2에서는 초음파 발생부가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를
포함하여 초음파 발생부와 세정액이 함께 배치되는 기술을 포함한다.
선행발명 2는 세정액을 분사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선행발
명 1이 초음파를 인가하기 전에 세정액을 분사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선

심결요지

행발명 1, 2는 기술 분야가 같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기는 선행발명 1의 세정액
분사 노즐(124)을 선행발명 2에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토출헤드에 잔류하는 액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세정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다. 이는 선행발명 1 내지 3의 세정액 분사(접촉)
후 초음파 발생에 의해 세정하는 방법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선행발명 1의 이러한 구성요소는 초음파 발생수단이 린스 수단에 구비된

판결요지
(청구기각)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공간에 설치되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과 차이가 있다. 더욱이 구성요소 1에서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
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초음파 인가기가 작동하는 동안은 세
정액이 아니라 공기가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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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선행발명 1의 린스 수단에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 공간’은 초
음파 발생 수단이 작동하는 동안에 공기가 머무는 공간일 필요가 없고, 항
상 세정액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에도 구성요소 1의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과 동일한 구성이 나
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는 물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구성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암시나 동기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
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1을
극복하고 구성요소 1 중 ‘바디에 구비된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
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이점
3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는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에 프린터 헤드
를 침지하는 방식이어서 선행발명 1의 분사노즐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분사노즐이
구비된 린스 수단’을 결합할 이유도 없다.
차이점 1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세정액이 분사되는 곳과 초음
파를 분사하는 부분이 동일하여 초음파가 세정액이 분사된 곳에 집중되
고, 세정 유닛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
라면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중략> 구성
요소 1에서 ‘초음파 인가기를 바디의 공간에 설치함’에 따라 피고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위하여 일부 구성요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성요소 1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특유
한 작용효과는 여전히 인정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내지 3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 부재, 상기 지지 부재에 [선행발명 2]
의해 지지된 기판에 액을 토출하는, 그리고 그 - 도 1을 참조하면, 프린팅 설비(500)는 인쇄
길이 방향이 제1 방향을 따라 배치된 토출 헤드,

타겟에 잉크를 토출하여 인쇄하는 프린트 헤드

그리고 상기 토출 헤드를 세정하는 세정 유닛을

(100)와, 인쇄 후에 상기 프린트 헤드(100)에

포함하되, 상기 세정 유닛은 상기 토출 헤드를 1차

잔류하는 잉크를 제거하기 위한 메인터넌스

세정하는 제1 세정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장치(200)와, 상기 인쇄 타겟이 놓여지는 스테

세정 유닛은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

이지(30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23], 도 1

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제공하는 바디, 상기 공간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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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토출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 - 도 1 및 도 2a를 참조하면, 상기 메인터넌스
하는 세정액 분사구, 상기 공간에 설치되며, 상기

장치(200)의 상기 초음파 세정부(210)는 세정

토출 헤드 표면의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용액(212)을 수용하는 수조(214)와, 초음파 발

초음파 인가기, 그리고 상기 바디와 상기 토출 헤드

생기(미도시)를 포함한다. 상기 프린트 헤드

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바디에 결합되는

(100)는 상기 세정용액(212)이 수용된 상기 수

승하강 부재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장치를 이용하

조(214) 내부에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생기로

여 상기 토출 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부터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된다(식별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토출 헤드에 세정액을

번호 [0031], 도 1 참조).

분사하여 상기 토출 헤드에 고형화된 용액을 용해하 - 상기 프린트 헤드(100)는 상기 세정용액(212)이
고 상기 토출 헤드에 세정액층을 형성하는 용해

수용된 상기 수조(214) 내부에 배치되어 상기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토출 헤드

초음파 발생기로부터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

표면의 상기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여 세정된다(식별번호 [0031], 도 3 참조).

인가 단계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프린트 헤드(100)는 상기 세정용액(212)이
상기 용해 단계에서 상기 바디와 상기 토출 헤드의

수용된 상기 수조(214) 내부에 배치되어 상기

간격은 상기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초음파 발생기로부터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제공되는(이하 ‘구성요소

여 세정된다(식별번호 [0031], 도 3 참조).

4’라 한다) 토출 헤드의 세정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선행발명 1]
- 도 4를 참조하면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구를
구비한 바디와 바디에 구비된, 세정액이 일시적
으로 머무는 공간’에 대응하는 ‘분사노즐이 구
비된 린스 수단과 린스 수단에 구비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 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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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내지 3

[선행발명 3]
- 도 1을 참조하면 구성요소 1의 ‘승하강부재’에
대응하는 초음파 진동자(2)가 고정되는 승강대
(23) 및 이를 구동하는 승강 모터(28)와 주·보조
가이드 로드(24, 25)가 존재한다.

◈ 원고 주장
1.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구(424)가 상면에 설치된 바디(422) 내의 세정액이 머무르는
공간(423)에 초음파 인가기(426)가 설치’되는 구성과 구성요소 4의 ‘용해 단계에서 바디
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제공’되
는 구성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 도출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
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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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구가 상면에 설치된 바디 내의 세정액이 머무르는 공간(423)에
초음파 인가기(426)가 설치’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린스 수단, 분사 노즐 및 초음파
발생 수단을 선행발명 2에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4의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제공’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분사 노즐(124)과 연마 패드
(128) 사이의 간격이 초음파 발생 수단(126)과 연마 패드(128) 사이의 그것보다 더 크게
제공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3. 구성요소 4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 1의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바
디에 결합되는 승하강 부재’는 선행발명 3의 승강대(23), 승강 모터(28) 및 주·보조 가이
드 로드(24, 25) 등의 구성요소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423)을 제공하는 바디(422) 및 상기 공간에 설치되며 토출
헤드 표면의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기(426) 구성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
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초음파 발생수단이 린스 수단에 구비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
공간에 설치되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위 구성요소 1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판에 액을 토출하는 토출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반도체 기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 장비에 관한 것으로 세정액을 분사하는 린스수단과 린스수단 일측에 배
치된 초음파 발생수단을 포함하여 세정액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포
함한다(도 2 참조). 비교대상발명 2 역시 프린터 헤드를 세정액과 초음파를 이용하
는 세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도 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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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반도체 기판 제조분야의 세정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
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은 연마패드 등을 포함하여 각 구성요
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비교대상발명 2와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기술분야가 동일한데다
가 비교대상발명 1, 2 모두 세정액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포함하므
로 비교대상발명 2의 세정액을 분사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비교
대상발명 1의 세정액 및 초음파를 이용하여 프린트 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에 적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 나염장치의 잉크젯 노즐을 세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어서 일견 비교대상발명 1, 2와는 기술분야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대
상발명 3 역시 잉크젯 프린터의 세정 방법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
명 및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세정액과 초음파를 이용하
여 세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2외에
비교대상발명 1과도 기술사상을 공유하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비교대상발명 1과 인
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3에 포함된 승강대는 반도체 기판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상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
명 3의 승강대를 비교대상발명 2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목적에 대해 살피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프린트 헤드 표면에 남아
있는 잔류액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정액에
의한 용해 단계와 초음파를 인가하는 단계로 세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비교대상발명 2는 프린트 헤드를 세정용액이 수용된 수조 내부에
배치하고 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식별번호 31 참조).
비교대상발명 1 역시 세정액을 분사하고 분사된 세정액에 초음파를 공급하여 세정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식별번호 25, 26 참조). 비교대상발명 3에서도 세정액(물방울)
을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 접촉시킨 후 초음파를 진동하여 세정하는 방법이 기재되
어 있다(식별번호 24 참조). 이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목적은 비교대상발
명 1~3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만의 목적의 특이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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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은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 부재, 지지 부재에 의해 지지된 기판에
액을 토출하는, 그리고 그 길이 방향이 제1 방향을 따라 배치된 토출 헤드, 그리고
토출 헤드를 세정하는 세정 유닛을 포함하되, 세정 유닛은 토출 헤드를 1차 세정하
는 제1 세정 유닛을 포함하고, 제1 세정 유닛은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
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제공하는 바디, 상기 공간의 상면에 형성되며 토출 헤드에 세
정액을 분사하는 세정액 분사구, 상기 공간에 설치되며, 토출 헤드 표면의 세정액층
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기, 그리고 상기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을 조절
하기 위해 바디에 결합되는 승하강 부재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토
출 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스테이지(300), 프린트 헤드(100) 및 메인
터넌스 장치(200) 그리고 세정 용액(212)을 포함하는 초음파 세정부(210) 구성에 의
해 프린트 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이다(도 1, 2 참조).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세
정액 및 초음파를 이용하여 프린트 헤드를 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 프린트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
는 프린트헤드를 세정액에 담근다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 1은 바디를
승하강 시키기 위한 승하강 부재를 포함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승하강 부재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구성 1과 비
교대상발명 2는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1을 살피면, 비록 비교대상발명 2는 세정액을 분사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서 초음파를 인가하기 전에 세정액을 분사
하는 기술을 포함하고(도 2 참조) 앞서 기술분야 대비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
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같아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
으므로 구성 1의 세정액 분사기는 비교대상발명 1의 세정액 분사 노즐(124)을 비교
대상발명 2에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세정액 분사구를 가지는 바디
내에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이 형성되고 그 공간에 초음파 인가기가 설
치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분사노즐과 초음파 발생수단이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린스수단 내에 초음파 발생장치 및 분사노즐을
함께 설치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음판 발생기를 세정액이 머무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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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비교
대상발명 2에서는 초음파 발생부가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를 포함하여 초음파 발생
부와 세정액이 함께 배치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상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차이점 2를 검토하면, 구성 1의 승하강 부재는 반도체 기판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는 기술상식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의 승강대에도 도시되어 있으
므로(도 1의 23 참조), 구성 1의 승하강 부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기
술상식을 부가하거나 비교대상발명 3의 승강대를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
이다.
나) 구성 2
구성 2는 ‘토출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하여 토출 헤드에 고형화된 용액을
용해하고 토출 헤드에 세정액층을 형성하는 용해 단계’이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
상발명 2는 프린트 헤드를 세정용액이 수용된 수조 내부에 배치하는 구성이다(식별번
호 31 및 도 2a 참조). 양 발명은 초음파 인가 전에 프린트 헤드에 세정액을 접촉시
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 프린트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
는 프린트 헤드를 세정액에 담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앞서 구성 1 대비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구성 3
구성 3은 ‘토출 헤드 표면의 상기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 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세정액이 접촉된 프린트 헤드에 초음파를 인
가하여 세정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식별번호 31 참조).
마) 구성 4
구성 4는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
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제공’되는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2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3의 초음파 진동자 승강대(도 1 참조)를 비교대상발명 2에
부가한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의 도 4에서
세정액 분사노즐에 비해 초음파 발생수단이 세정대상(연마패드)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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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토출헤드에 잔류하는 액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
록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세정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용효
과를 갖는다(식별번호 18 참조). 이는 비교대상발명 1~3의 세정액 분사(접촉)후 초음
파 발생에 의해 세정하는 방법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4) 대비결과의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현저한 효과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
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
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
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구(424)가 상면에 설치된 바디(422) 내의 세정액이
머무르는 공간(423)에 초음파 인가기(426)가 설치’되는 구성과 구성요소 4의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
격보다 크게 제공’되는 구성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구(424)가 상면에 설치된 바디(422) 내의 세정액이 머
무르는 공간(423)에 초음파 인가기(426)가 설치’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린스 수단
(22), 분사 노즐(124) 및 초음파 발생 수단(126)을 선행발명 2에 결합하여 쉽게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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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성요소 4의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제공’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분사
노즐(124)과 연마 패드(128) 사이의 간격이 초음파 발생 수단(126)과 연마 패드(128)
사이의 그것보다 더 크게 제공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4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 1의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바디에 결합되는 승하강 부재’는 선행발명 3의 승강대(23), 승강 모터
(28) 및 주·보조 가이드 로드(24, 25) 등의 구성요소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2와의 구성 대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
명 2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2(갑 제4호증)

대응
여부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 부재(100), 상기 지 - 도 1을 참조하면, 프린팅 설비(500)는

1

지 부재에 의해 지지된 기판에 액을 토출

인쇄 타겟에 잉크를 토출하여 인쇄하는

하는, 그리고 그 길이 방향이 제1 방향을

프린트 헤드(100)와, 인쇄 후에 상기 프

따라 배치된 토출 헤드(300), 그리고 상기

린트 헤드(100)에 잔류하는 잉크를 제

토출 헤드를 세정하는 세정 유닛(400)을

거하기 위한 메인터넌스 장치(200)와,

포함하되, 상기 세정 유닛은 상기 토출 헤

상기 인쇄 타겟이 놓여지는 스테이지(3

드를 1차 세정하는 제1 세정 유닛을 포함

0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23], 도 1

하고, 상기 제1 세정 유닛은 내부에서 분

참조).

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 - 도 1 및 도 2a를 참조하면, 상기 메인터 차이
간(423)을 제공하는 바디(422), 상기 공간

넌스 장치(200)의 상기 초음파 세정부(2

의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토출 헤드에 세

10)는 세정용액(212)을 수용하는 수조(2

정액을 분사하는 세정액 분사구(424), 상

14)와, 초음파 발생기(미도시)를 포함한

기 공간에 설치되며, 상기 토출 헤드 표면

다. 상기 프린트 헤드(100)는 상기 세정

의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용액(212)이 수용된 상기 수조(214) 내

인가기(426), 그리고 상기 바디와 상기 토

부에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생기로부

출 헤드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바

터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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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2(갑 제4호증)

디에 결합되는 승하강 부재를 포함하는

대응
여부

(식별번호 [0031], 도 1 참조).

기판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토출 헤
드를 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토출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하여 상 - 상기 프린트 헤드(100)는 상기 세정용액

2

기 토출 헤드에 고형화된 용액을 용해하

(212)이 수용된 상기 수조(214) 내부에

고 상기 토출 헤드에 세정액층을 형성하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생기로부터 발 차이
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된다(식별

는 용해 단계

번호 [0031], 도 3 참조).
상기 토출 헤드 표면의 상기 세정액층에 - 상기 프린트 헤드(100)는 상기 세정용액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 단계를
3

포함하되

(212)이 수용된 상기 수조(214) 내부에
배치되어 상기 초음파 발생기로부터 발 차이
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된다(식별
번호 [0031], 도 3 참조).

상기 용해 단계에서 상기 바디와 상기 토
출 헤드의 간격은 상기 초음파 인가 단계
4

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다 크게

(없음)

차이

제공되는 토출 헤드의 세정 방법.

도면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과의 대비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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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을 지지하는 지지 부재(스테이지), 지지 부재에 의해 지지된 기판에 액을 토출
하는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 그리고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를 세정하는 세정 유닛
(메인터넌스 장치)을 포함하되, 세정 유닛(메인터넌스 장치)은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
를 1차 세정하는 제1 세정 유닛을 포함하고, 제1 세정 유닛은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
정액(세정용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수조)을 제공하는 바디(초음파 세정부),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 표면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기(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를 세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구성요소 1에서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
간’은 분사구(424)를 통해 토출 헤드로 분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고,
프린트 헤드와 세정액의 접촉은 위 공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인 수조는 세정용액을 항상 수용하고 있으며, 세정용액과 프린트 헤드
의 접촉은 위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세정용액을 분사하기 위한 분사구 등의
구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또한, 구성요소 1에는 세정액 분사구가 구비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을 조
절할 수 있는 승하강 부재가 구비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나) 구성요소 2와의 대비
구성요소 2는 토출 헤드에 세정액을 분사하여 토출 헤드에 고형화된 용액을
용해하고 토출 헤드에 세정액층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도
세정용액을 수용하고 있는 수조의 내부에 프린트 헤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양 구성요
소는 세정액(세정용액)을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와 접촉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
일하고 그 효과도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에 고형화된 용액(잔류하는 잉크)을 용해
하고 세정액(세정용액)이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를 둘러싸게 되는 것인 점에서 공
통된다.
그러나 세정액(세정용액)과 토출 헤드(프린트 헤드)를 접촉시키기 위하여 구
성요소 2는 세정액을 토출헤드에 분사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프린
터 헤드를 세정용액에 침지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라 한다).
다) 구성요소 3과의 대비
구성요소 3은 토출 헤드 표면의 세정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초음파 인가
단계인데,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세정용액을 포함하고 있는 수조에 초음파 발생기
를 이용하여 세정용액에 둘러싸인 프린터 헤드를 초음파로 세정하는 것인 점에서 공
통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 기재를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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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성요소 3은 세정액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초음파 인가기가 공기를 매개로 세정
액층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초
음파 발생기가 세정용액에 초음파를 인가하는 과정이나 초음파 발생기의 위치가 구
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초음파 인가기(426)는 토출 헤드(300) 표면의 세정액층(A)에 초음파를 인가한다. 바디(422) 내에는
초음파 인가기(426)가 설치된다. 초음파 인가기(426)는 바디(422)에 의해 분사되는 공기로 초음파
진동을 인가한다. 바디(422)의 내부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초음파 인가기(426)에서 초
음파 진동이 인가된다. 초음파 진동이 인가된 공기가 토출 헤드(300) 표면으로 제공된다(식별번호
[0038]).

라) 구성요소 4와의 대비
구성요소 4는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은 초음파 인가 단계에
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보
다 크게 제공되는 것인데, 선행
발명 2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
요소가 없다(이하 ‘차이점 5’이
라 한다).
3)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
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
라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선행발명 1에는 아래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1의 ‘세정액 분사
구를 구비한 바디와 바디에 구비된,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에 대응하는
‘분사노즐이 구비된 린스 수단과 린스 수단에 구비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 공간’
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이러한 구성요소는 초음파 발생수단이 린스 수단
에 구비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공간에 설치되지 않고 외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과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 중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
추어 보면, 구성요소 1에서 ‘내부에서 분사되는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초음파 인가기가 작동하는 동안은 세정액이 아니라 공기가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린스 수단에서 ‘세정액이 채워지는 내부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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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발생 수단이 작동하는 동안에 공기가 머무는 공간일 필요가 없고, 항상 세정
액으로 채워져 있다.
초음파 인가기(426)는 토출 헤드(300) 표면의 세정액층(A)에 초음파를 인가한다. 바디(422) 내에는 초음파 인가
기(426)가 설치된다. 초음파 인가기(426)는 바디(422)에 의해 분사되는 공기로 초음파 진동을 인가한다. 바디(42
2)의 내부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초음파 인가기(426)에서 초음파 진동이 인가된다. 초음파 진동이
인가된 공기가 토출 헤드(300) 표면으로 제공된다(식별번호 [0038]).

따라서 선행발명 2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에도 구성요소 1의 ‘세정액이 일시
적으로 머무는 공간’과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는 물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구성
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암시나 동기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1을 극복하고 구성요소 1 중
‘바디에 구비된 세정액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이점 3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는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에 프린
터 헤드를 침지하는 방식이어서 선행발명 1의 분사노즐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없으
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분사노즐이 구비된 린스 수
단’을 결합할 이유도 없다.
(2) 차이점 1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세정액이 분사되는 곳과 초음파를
분사하는 부분이 동일하여 초음파가 세정액이 분사된 곳에 집중되고, 세정 유닛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차이점 1로
인하여 선행발명 1, 2에 나타나지 않는 특유의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음파 인가기를 바디의 위 공간에 설치’하는 구성을
추가함에 따라 토출 헤드와 초음파 인가기의 간격이 늘어나고 토출 헤드에 도달하
는 초음파의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요소 1의 승하강 부재
나 구성요소 4와 같은 단계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등의 문
제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 1에서 ‘초음파 인가기를 바디의 공간에 설치함’에 따라 피
고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위하여 일부 구성요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
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성요소 1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특유한 작용효과는
여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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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2에 결합하
여 차이점 2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선행발명 3에는 초음파 진동자가 고정되는 승강대, 이를 구동하는 승강모
터 및 주·보조 가이드 로드가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은 상부에 잉크젯 노즐(13)이 위치하고, 그 하방에는 상
부에 진동판(22)을 구비한 초음파 진동자(2)가 위치하며, 그 사이에 액적노즐(31) 및
이를 지지하는 지지바(3)가 위치한 상태에서, 액적노즐(31)이 물방울을 진동판(22)에
적하하면, 초음파 진동자(2)와 진동판(22)이 잉크젯 노즐(13)의 노즐구를 향하여 상
방으로 이동하고 그와 함께 액적노즐(31) 및 지지바(3)는 퇴피하여, 초음파 진동자(2)
와 진동판(22)의 움직임이 상한에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진동판(22) 위에 적하된 물
방울이 잉크젯 노즐(13)의 노즐구에 접촉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초음파 진동자(2)가
진동하여 진동판(22)을 통해 물방울을 진동시킴으로써 초음파에 의하여 진동하는 물
방울로 노즐구를 세정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3에서 위와 같은 승강수단은 물방울
과 노즐구를 접촉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초음파 진동자(2)도 승강시키는 수단이다.
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승하강 부재는 이미 세정액층이 토출 헤
드의 표면에 형성된 상태에서 초음파 인가기를 토출 헤드에 근접시키거나 이격시키
기 위한 것으로 선행발명 3의 승강수단과는 승강 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
(2) 또한, 차이점 3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는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에
프린터 헤드를 침지하는 방식이어서 선행발명 3의 액적노즐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
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승강대, 승강모터, 주·보
조 가이드 로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의 프린터 헤드 세정방식을 침지방
식에서 노즐 분사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행발
명 2에서 ‘세정용액을 프린터 헤드에 접촉시킨 다음 초음파 발생기에 의하여 발생하
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 효과를 높인다’는 기술사상만 남겨두고, 수조 등 침지 방
식에 의하여 프린터 헤드를 세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구성을 모두 제거하고 노즐
분사 방식에 필요한 기술적 구성을 모두 새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론에 제출
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프린터 헤드 세정방식을 침지 방식에서 노즐 분사 방식으로 변
경하는 것이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
한 자료가 없다.
다) 차이점 3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1에 린스 수단이 고압의 세정액을 연마 패드에 분사하는 구성이 나타
나 있고, 이는 구성요소 1의 초음파 인가기에 의해 세척되는 대상에 세정액을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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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는 세정용액이 담긴 수조에 프린터 헤
드를 침지하는 방식이어서 선행발명 3의 액적노즐이나 선행발명 1의 세정액 분사노
즐과 같은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액적노즐이나 선행발명 1의 세정액 분사노즐 구성을 결합할 이유가 없다. 또한, 통
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액적노즐이나 선행발명 1의 세정액 분사
노즐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에서 침지 방식에 따른 기술적 구성을 모두
제거하고, 분사노즐과 그에 수반되는 구성요소를 모두 새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이
러한 변경이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또는 3을 결합하여 차이점
3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차이점 4, 5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3, 4는 구성요소 1의 ‘초음파 인가기
를 바디의 공간에 설치’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요소이다. 즉, 구성요소
1의 ‘초음파 인가기가 바디 내부의 공간에 설치’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구성요소 3
의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초음파 인가기에서 발생된 초음파가 세정액층에 공기를
매개로 도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공기를 매개로 세정액층에 도달한 초음파
의 강도가 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요소 4와 같은 구성요소를 채택할 필요
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구성요소 3과 같이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 초음파 인가기에서 발생된 초음파가 세정액층에 공기를 매개로 도달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구성요소 4와 같이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
을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의 바디와 토출 헤드 간격보다 크게 하는 구성요소도 채택
할 필요가 없다.
(2) 그런데 구성요소 1의 ‘초음파
인가기를 바디의 공간에 설치’하는 부
분이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
하더라도 쉽게 도출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요소 1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요소 3, 4도 선
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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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도 4에도 분사 노즐과 연마 패드 사이의
간격(A)이 초음파 발생 수단과 연마 패드 사이의 간격(B)보다 큰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이로부터 구성요소 4와 같이 용해 단계에서 바디와 토출 헤드의 간격을 초음파 인가
단계에서의 바디와 토출 헤드 간격보다 크게 하는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용해 단계와 초음파 인가 단계를 구
분하여 바디와 토출 헤드 사이의 간격을 시계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
명 1에는 분사 노즐과 초음파 발생 수단의 위치를 시계열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상이 전
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을 결합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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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8허2496 거절결정(특) 2018. 10. 2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4-0164966

2016원3549

<진보성>
 청구항 7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 여부
 을 제1호증 : 선행발명 1
 을 제2호증 : 선행발명 2
 을 제3호증 : 이 사건 최종 명세서
 을 제4호증 : 의견서(2015. 9. 8.)

입증방법

 을 제5호증 : NFC(네이버 백과)
 을 제6호증 : MMORPG(위키피디어)
 을 제7호증 : MMORPG(나무위키)
 을 제8호증 : 논문(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년)
 을 제9호증 :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09년)
청구인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특정지점에 접근하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RFID 리더기를
통해 RFID를 독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플레이어에게 미션을 제공하는 점에
서 다르다’, ‘비교대상발명 1에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2에는
단순히 단말에 플레이어가 입력한 답안을 체크함으로써 문답식 퀴즈 미션을

심결요지

완수하고 있을 뿐,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체험형 기능성 게임서버가 아이템을 제공하고, 플레이어는 아이템
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도록 모바일 단말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는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유닛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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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단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는 과정’과
‘유닛에 설치된 안내판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과정’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존재하여야 하거나 없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가 미션 수행자
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를 독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션 수행자’가 작은 미션 존에 설치된 고정식 RFID에 접근할 경우, 다음에
이동하여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가 서버시스템에서 무선통신
망을 통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되고 있는 이상, 비교대상발
명 1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점에 접근하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션 수행자가 작은 미션 존에 도착하여 고정식
RFID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위치할 경우, 고정식 RFID 리더기가
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서버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서버시스템
은 고정식 RFID 리더기로부터 수신한 위치데이터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미션 존의 위치설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미션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구성
(식별번호 [0017], [0047], [0051], [0052] 참조)’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
상발명 1에도 ‘플레이어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게다가, 비교대상발명 2에는 ‘미션
제공서버(200)가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신된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예; 전시관 또는 전시물의 명칭, 위치 등)와 미션정보
(예; 사용자가 방문하여야 할 전시관 또는 전시물의 명칭, 위치 등)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전시관 또는 전시품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미션완료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식별번호 [0067], [0071], [0096], [0097] 참조)’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미션 제공서버(200)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외부 객체가 설치된 전시관이
나 전시품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여 사용자 단말장치(100)로 전송하고,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답여부를 판단하여 미션
수행 완료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식별번호 [0076], [0080] 내지 [0086] 참조)’
이 개시되어 있기 하나, 이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별개의 실시예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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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션 수행자가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면서 보물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66]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시스템’ 또한 미션 수행자
의 ‘모바일 단말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여 어떤 대상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플레이
어에게 퀘스트(수행과제)를 주고 수행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캐릭터가 획득하여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
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롤 플레잉(Role Playing) 게임’은
이미 게임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보물지도의 완성에 필요한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거나 할인쿠폰과 같은
아이템을 지급받는 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하여 ‘아이템을 얻어 플레이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구성’으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안내판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RFID 리더기가 아닌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에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해야 할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
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안내판이
퀘스트를 전송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에게 미션 수행자가 이동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판결요지

은 미션 수행자에게 전송되는 정보가 퀘스트 또는 미션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미션
정보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그 전송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데이터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
는 장치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단순 선택사항
에 불과하고, 더구나 선행발명 2에는 ‘미션 정보는,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미션 제공 서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되거나,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상기 미션 제공 서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외부 객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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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후, 상기 외부 객체와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문단번호 [17], [50])라는 기재가 있어 위 구성요소
1의 안내판과 기술 구성이 동일한 ‘외부 객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자 단말 장치로 미션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발명 1의 RFID 리더기를 선행발명 2의 외부
객체로 변경함으로써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

선행발명 1

[전제부] 현실의 체험학습공간을 방문한 플레
이어에게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무선주파수 식별기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미션관광 게임방법(문단번호 [1])

[구성요소 1] a)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 고정식 RFID 리더기에서 미션 수행자의 위치
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상기 유닛에 설치된 를 파악한 후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가 이동
안내판은 상기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 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트를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로 전송(문단번호 [14], [40]~[42] 등)
[구성요소 2] b) 상기 플레이어는 상기 체험학습 미션 수행자가 다음으로 수행해야 할 후속 미션
공간을 이동하면서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게 을 추출한 후,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미션 수행
임 서버가 제공하는 소정의 게임 스토리 속에서 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구성(문단번
콘텐츠를 전달받아 퀘스트를 수행하는 단계 호 [55])
[구성요소 3] c)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
서버는, RFID 가 내장된 안내판과 모바일 단말
의 NFC 접촉여부에 의하거나, 저전력 블루투
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beacon) 기술의
비접촉식 방식으로, 또는 GPS 위치센서를 이 고정정식 RFID 리더기의 인식에 의해 서버시
용해서 모바일 단말의 위치, 이동속도, 또는 스템이 각 미션의 수행 여부를 판단(문단번호
이동경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또는 가속도 [14], [40], [44]~[45] 등)
센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동작상태를 인식
하는 방법으로,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상기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492 -

이 사건 제7항 발명

선행발명 1

[구성요소 4] d) 상기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
를 수행한 경우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
서버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상기 플레이어는 아
이템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도록 상기
모바일 단말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단계

미션을 완성한 수행자에게는 보상의 일부로서
보물지도의 조각을 제공하거나 할인쿠폰과 같
은 아이템을 지급(문단번호 [38], [63], [65],
[66] 등)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구성요소 1의 안내판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직접
전송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구성요소 3에서 플레이어의 동작상태를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구성요소 4에서 퀘스트를 완수한 경우 캐릭터를 성장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2에는 그 전송방식이나 경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
행발명 2에는 외부 객체가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직접 사용자 단말 장치로 미션늘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어서,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2. 구성요소 3에는 미션완수 여부 확인수단이 선택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행발
명 1에는 RFID를 이용한 방식을 기재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2에는 NFC 및 QR 코드를
이용한 방식을 개시하고 있어서,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3. 선행발명 1에도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여, 보물지도를 완성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
어서,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구성요소 2) 및 퀘스트를 완수한 경우에 캐릭터를 성장하는 구성(구성요소 4)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구성요소 2는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이들 중 일부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4의 케릭터의 성장은
선행발명 1의 보물지도의 완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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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3. 판단
가.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

구성1

비교대상발명 1

a)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

‘미션 수행자가 관광지역에 있는 작은 미션 존에

이어가 접근하면, 상기 유닛에 설치된

설치된 고정식 RFID 리더기에 접근하면 서버시스

안내판은 상기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

템에서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해야 할 작은

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단계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식
별번호 [0014], [0017], [0055] 등 참조)’

구성2

b) 상기 플레이어는 상기 체험학습공간

‘미션 수행자가 서버시스템으로부터 다음에 이동

을 이동하면서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

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무선통

게임 서버가 제공하는 소정의 게임 스토

신망을 통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수신

리 속에서 콘텐츠를 전달받아 퀘스트를

하는 경우, 다음의 작은 미션 존으로 이동하는

수행하는 단계

과정(식별번호 [0014], [0017], [0040], [0043],
[0045] 등 참조)’

구성3

c)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 서버는,

‘작은 미션 존에 설치된 고정식 RFID 리더기가

RFID 가 내장된 안내판과 모바일 단말의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송하여 일정범위내에 존재

NFC 접촉여부에 의하거나, 저전력 블루

하는 미션 수행자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로부터

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

회신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서버시스템에 전송하

(beacon) 기술의 비접촉식 방식으로, 또

고 서버시스템은 RFID 리더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는 GPS 위치센서를 이용해서 모바일 단

정보를 이미 저장되어 있는 미션 존의 위치설정

말의 위치, 이동속도, 또는 이동경로를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미션이 완성되었는지 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또는 가속도 센서를

부를 판단하는 과정(식별번호 [0017], [0045],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동작상태를 인식

[0047], [0052], [0054] 등 참조)’

하는 방법으로,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상기 플레이어
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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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7항 발명

구성4

비교대상발명 1

d) 상기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수

‘작은 미션 존들을 거치면서 미션을 완성하는 수행

행한 경우 상기 현장체험형 기능성게임

자에게 최종적으로 획득할 보상의 일부 로서 서버

서버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상기 플레이

시스템이 무선통신망을 통해 보물지도의 조각을

어는 아이템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

제공하거나 특정 미션 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장시키도록 상기 모바일 단말의 애플리

자에게 할인쿠폰과 같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과정

케이션과 통신하는 단계

(식별번호 [0065], [0066] 등 참조)’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 1 부분
비교대상발명 1의 ‘관광지역에 있는 작은 미션 존’, ‘미션 수행자’, ‘미션 수행
자의 모바일 단말기’,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하여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 는 각각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 ‘플레이어’, ‘모바일 단말’, ‘퀘
스트’에 해당하므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할 경우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
하는 점’에서 같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작은 미션 존에 설치된 고정식 RFID
리더기’가 ‘안내판’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이하 ‘차이
점 1’)가 있다.
(나) 구성 2 부분
비교대상발명 1의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 ‘서버시스템’, ‘미션 수행자가 다음의 작은 미션 존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정의 게임 스토리 속에서 전달되는 콘텐츠’, ‘현장체혐형 기능성 게임서버’, ‘퀘스
트를 수행하는 것’에 각각 해당하므로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모두
‘플레이어가 체험학습공간을 이동하면서 현장체험형 기능성 게임서버가 제공하는
소정의 게임 콘텐츠를 전달받아 퀘스트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 3 부분
비교대상발명 1의 ‘미션 수행자의 미션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의미이므로 구성3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현장체험형 기능성 게임서버가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완
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같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퀘스트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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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RFID가 내장된 안내판과 모바일 단말의 NFC
접촉여부 또는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beacon) 기술의 비접촉
방식 또는 GPS 위치센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의 위치, 이동속도 또는 이동경로
를 인식하거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동작상태를 인식하는 방법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다는 차이(이하 ‘차이점 2’)가 있다.
(라) 구성 4 부분
비교대상발명 1의 ‘보물지도의 조각이나 할인쿠폰과 같은 아이템’은 ‘아이템’
에 해당하므로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모두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
트를 수행한 경우 현장체험형 기능성 게임서버가 아이템을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
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아이템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도록 모
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차
이(이하 ‘차이점 3’)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경우
그러나, 위 차이점 1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자연물에 설치한
캐릭터 안내판으로서, 참여자에게 화면과 음성을 통해 퀘스트를 안내한다(식별번호
[0023]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내판’은 ‘퀘스트를 안내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는 미션 수행자의 주파수 식별태
그를 인식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있을 뿐(식별번호 [0017] 참조), 미션 수
행자에게 미션을 제공하거나 안내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정식 RFID 리더기’가 ‘안
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다만, 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시스템’은 미션 수
행자가 이동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식별번호 [0043] 참조)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미션 제공서버(200)’ 또한 미션정보를 생성하여 ‘미션 제공서버(200)’와 연결된 ‘외
부 객체(10-1)’로 전송한 후 ‘외부 객체(10-1)’와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하여 ‘사용
자 단말장치(100)’로 전송(식별번호 [0050] 참조)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서
버시스템’과 비교대상발명 2의 ‘미션 제공서버(200)’은 모두 미션 수행자에게 수행
하여야 할 미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같으며, 비교대상발명 2의
‘외부 객체(10-1 내지 10-5)’ 또한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장치
(100)’로부터 사용자 정보(예; 연령, 학년 등)를 수신하는 RFID 리더기로서의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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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를 비교대상발명 2의 ‘외
부 객체(10-1)’로 치환하여 ‘퀘스트를 제시하거나 안내하는 안내판’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나) 차이점 2의 경우
또한, 위 차이점 2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로
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는 주기적으
로 신호를 발송하여 작은 미션 존의 일정범위내에 존재하는 미션 수행자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로부터 회신되는 신호를 감지한 후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서버시
스템’으로 전송하고, ‘서버시스템’은 ‘고정식 RFID 리더기’로부터 수신한 위치데이
터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미션 존의 위치설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미션 수행자가 미
션으로 주어진 작은 미션 존을 방문하였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미션 수행자의 미션
달성여부를 결정(식별번호 [0017], [0040], [0042], [0047], [0052], [0054] 참조)하고 있
으므로 ‘고정식 RFID 리더기’가 미션 수행자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 와 비접촉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나 ‘모바일 단말기’와 ‘고정식 RFID 리더기’는
통상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므로 ‘모바일 단말기’가 ‘고정식 RFID 리더기’와 접촉하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뿐, ‘모바일 단말기’와 ‘고정식 RFID
리더기’가 비접촉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미션 수행자’는 미션으로 주어진 작은 미션 존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와 함께 ‘모바일 단말기’를 함께 소지하면서 이동하여야 하
므로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가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와 위치적으로 불가
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사용자 단말장치(100)’는 ‘타 외
부 객체(10-2 내지 10-5)’를 NFC 비접촉 방식이나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예; 전시관 또는 전시품의 위치, 명칭 등)를
‘미션 제공서버(200)’로 전송하고, ‘미션 제공서버(200)’는 ‘미션 정보(사용자가 방문
해야 하는 전시관 또는 전시품의 위치, 명칭 등)’와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
신된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예; 전시관 또는 전시품의 위치, 명
칭 등)’를 비교하여 미션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식별번호 [0033], [0034],
[0063], [0071] 참조)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미션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단말장치(100)’와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가 NFC 비접촉 방
식에 의해 접촉되어 있거나, ‘사용자 단말장치(100)’가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의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타 외부 객체
(10-2 내지 10-5)’ 또한 비록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의 정보를 근거리 무선통

- 497 -

신을 통해 ‘사용자 단말장치(100)’에 제공하는 일종의 ‘태그’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부 객체(10-1)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보(예; 연령, 학년 등)’를 근거리 무
선통신을 통해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신하여 ‘미션 제공서버(200)’로 전송
(식별번호 [0033], [0034], [0040], [0042], [0063] 참조)하는 ‘태그 리더기’로서의 기능
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단말장치(100)도 비록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로부터 ‘타 외
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를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읽어들이는 ‘태그
리더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부 객체(10-1)’와 마찬가지로 ‘타 외부 객
체(10-2 내지 10-5)’로 사용자의 정보(예; 연령, 학년 등)를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태그’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모바일 단말
기’와 위치적으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NFC 비접촉 방식은 13.56 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서, RFID 방식 중 어느 하나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 단말장
치 (100)’와 ‘타 외부 객체(10-1 내지 10-5)’사이에 적용되었던 ‘NFC 비접촉 방식’을
비교대상발명 1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와 ‘고정식 RFID 리더기’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와 ‘고정식 RFID
리더기’를 비교대상발명 2의 ‘사용자 단말장치(100)’와 ‘타 외부 객체(10-2 내지
10-5)’로 치환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다) 차이점 3의 경우
게다가, 위 차이점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시스템’은 무선통신망
을 통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보물지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각이나
할인 쿠폰과 같은 아이템을 지급하고 있을 뿐(식별번호 [0065] 내지 [0067] 참조)이
므로, 미션 수행자가 아이템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②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션 수행자가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면서
보물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66]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발명 1의 ‘서버시스템’ 또한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여 어떤 대상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명세서에는 ‘플레이어에게 퀘스트(수행과제)를 주고 수행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캐릭터가 획득하여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대규모 다
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롤 플레잉(Role Playing) 게임’은 이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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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보물지도의 완성에
필요한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거나 할인쿠폰과 같은 아이템을 지급받는 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하여 ‘아이템을 얻어 플레이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구성’으
로 치환하는데 기술적 곤란성도 없다.
(4) 대비결과
그렇다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퀘스트의 해결을 위해 체험학습공간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체험학습공간에 아동, 청소년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3] 참조)’는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특정지점에 접근하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
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RFID 리더기를 통해 RFID를
독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플레이어에게 미션을 제공하는 점에서 다르다’, ‘비교대
상발명 1에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
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2에는 단순히 단말에 플레이어가 입력한 답
안을 체크함으로써 문답식 퀴즈 미션을 완수하고 있을 뿐,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
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체험형 기능성 게임서버가 아이템을 제공하고,
플레이어는 아이템을 얻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도록 모바일 단말의 애플리케
이션과 통신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는
‘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유닛에 설치된 안내판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단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체험학습
공간을 구성하는 유닛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는 과정’과 ‘유닛에 설치된 안내판이 플
레이어의 모바일 단말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과정’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존재하여
야 하거나 없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식 RFID 리더기’가 미션 수행자의 무선 주파수 식별태그를 독출하는 과정
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션 수행자’가 작은 미션 존에 설치된 고정식 RFID
에 접근할 경우, 다음에 이동하여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가 서버시스
템에서 무선통신망을 통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되고 있는 이상,
비교대상발명 1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점에 접근하면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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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모바일 단말로 퀘스트를 전송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션 수행자가 작은 미션 존에 도착하여 고정식 RFID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위치할 경우, 고정식 RFID 리더기가 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서버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서버시스템은 고정식 RFID 리
더기로부터 수신한 위치데이터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미션 존의 위치설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미션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구성(식별번호 [0017], [0047], [0051],
[0052] 참조)’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도 ‘플레이어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게다가, 비
교대상발명 2에는 ‘미션 제공서버(200)가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신된 타 외
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보(예; 전시관 또는 전시물의 명칭, 위치 등)와 미
션정보(예; 사용자가 방문하여야 할 전시관 또는 전시물의 명칭, 위치 등)를 비교하
여, 사용자가 전시관 또는 전시품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미션완료 여부
를 결정하는 구성(식별번호 [0067], [0071], [0096], [0097] 참조)’이 개시되어 있으므
로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미션 제공서버(200)가 외부 객체(10-2 내지 10-5)에 대한 정
보를 수신하면, 외부 객체가 설치된 전시관이나 전시품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여 사
용자 단말장치(100)로 전송하고, 사용자 단말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답여부를 판단하여 미션수행 완료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식별번호 [0076],
[0080] 내지 [0086] 참조)’이 개시되어 있기 하나, 이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별개의 실시예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④
‘3. 가.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션 수행자가 보물지
도의 조각을 획득하면서 보물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66] 참조)’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시스템’ 또한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
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여 어떤 대상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시
사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플레이어에게 퀘스트(수행과제)를 주
고 수행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캐릭터가 획득하여 캐릭터
들이 성장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롤 플레잉
(Role Playing) 게임’은 이미 게임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므로 비교대
상발명 1의 ‘보물지도의 완성에 필요한 보물지도의 조각을 획득하거나 할인쿠폰과
같은 아이템을 지급받는 구성’을 단순 설계변경하여 ‘아이템을 얻어 플레이어 자신
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구성’으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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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
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전제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과 연관된 미션 또는 퀘스트를 수행하는 게임 서비스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
일하다.
나) 구성요소 1,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특정 지역의 정
해진 지점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미션과 미션 수행을 위한 정보를 플레이어에게
전송하여 플레이어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7
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안내판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반
면, 선행발명 1은 RFID 리더기가 아닌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
에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해야 할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NFC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인식하여 미션의 완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미션을 수행한
경우에 아이템을 보상으로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7항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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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요소 4는 플레이어가 퀘스트를 수행한 경우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성장시키도록 하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명세서 기재
에 따라 해당 아이템은 ‘돌조각’의 형태이고, 이러한 돌조각은 ‘돌하르방 캐릭터’를
완성하는 소재가 됨을 알 수 있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문단번호 [28],
[30]). 이에 대해 선행발명 1은 미션을 수행할 경우 ‘보물지도의 조각’을 제공하여
‘보물지도’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선행발명 1의 문단번호 [65], [66])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은 모두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이라
는 점에서 보상 방식이 같고, 그 보상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캐릭터의 완성 방식에도 차이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캐릭터’는 단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
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의 미션 수행자의 모
바일 단말기에 표시되는 ‘보물지도’와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적 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안내판이 퀘스
트를 전송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에게 미
션 수행자가 이동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미션 수행자에게 전송되
는 정보가 퀘스트 또는 미션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미션 정보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그 전송방식
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데이터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
하고, 더구나 선행발명 2에는 ‘미션 정보는,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미션 제공 서
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되거나,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상
기 미션 제공 서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외부 객체로 전송된 후, 상기 외부 객체와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문단번호 [17],
[50])라는 기재가 있어 위 구성요소 1의 안내판과 기술 구성이 동일한 ‘외부 객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자 단말 장치로 미션을 전달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발명 1의 RFID 리더기를 선행발명 2의 외부 객체로 변경함
으로써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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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의 용이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쉽
게 결합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바일 단말기와 무선 식별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연관된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모두 동일
하다. 그리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플레이어가 관광지 등의 지역 내에서 특정
지점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 완료시 보상을 받는다는 점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없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선행발명 1은 모
바일 단말기, RFID 리더기 및 서버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선행발명 2는 사용자 단말
장치, 미션 제공 서버 및 외부 객체로 구성되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기술적 구성 형태도 동일하다. 여기에 더하여 플레이어
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장치나 미션 완료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구체적
내용들도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상호간에 쉽게 치환되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되
어 채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는 서로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재나 암시를 찾아 볼 수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이 플레이어의 동작 상태를 인식하거
나 QR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플레이어가 퀘스트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므
로, 선행발명들과 미션 완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플레이어의 퀘스트 완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
로써, ① RFID 가 내장된 안내판과 모바일 단말의 NFC 접촉여부에 의하거나, ② 저
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beacon) 기술의 비접촉식 방식으로, 또는
③ GPS 위치센서를 이용해서 모바일 단말의 위치, 이동속도, 또는 이동경로를 인식
하는 방법으로, 또는 ④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동작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또는 ⑤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하
고 있고, 그중 위 ① NFC 방식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① NFC 방식과 선택적으로 기재된 구성들 중 일부가 선행발명들과 차
이가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검토결과 정리
가)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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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이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결국 그 구성의 곤란성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
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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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허2946 등록정정(특) 2018. 10. 2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테이프 배선 기판, 칩-온-필름 패키지 및 장치 어셈블리

관련사건

쟁점사항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08-0080559

2017정125

<진보성>
 정정된 청구항 4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 위반 여부
 을 제1-1호증 : 이 사건 심판 청구서
 을 제1-2호증 :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을 제2호증 : 정정의견제출통지서

입증방법

 을 제3호증 : 칩 온 필름(네이버 지식백과)
 을 제4호증 : 마이크로 패키징 핸드북(1997년 출판)
 을 제5호증 : 반도체 패키징(네이버 지식백과)
 을 제6호증 : 비아(위키피디어 사전)
비교대상발명 1의 제2금속 패턴층(25b)은 기판의 하면에서 외부회로 접속
용 리드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위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구성 3은 제1 금속 패턴층이 제1 비아가
있는 중심 영역으로 연장되며, 외부 기기와 접속을 위해 제2 금속 패턴층은
칩 실장 영역을 벗어나 위치하는 구조이나, 이러한 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1 비아의 위치 및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의 위치를 단순 변경하여 설계할
수 있는 구조에 불과하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및 제2금속 패턴층

심결요지

(25a, 25b)은 제1비아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제2금속 패턴층이 기판
하부면을 통해 칩 실장영역을 벗어나 전자 부품의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
는 것(도 2, 3 참조)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구성 3의 구조를
도출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 ③ 또한, 구성 3은
‘ㄷ’ 연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의 연성 기판의 상부에
제공되는 제1 배선의 제1 전기적 접속부(22)와 연장부(23) 및 하부에 제공되는
제1

배선의

제2

부분(26)이

스루홀을

통하여

연결되며(식별번호

[0012]-[0014] 참조),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 또는 바깥
방향으로 연장되어 질 수 있다는 기재(식별번호 [0013] 참조)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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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교대상발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구성 3과 동일한 ‘ㄷ’ 연결구조를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 3에서 도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에는 IC 칩 내부로 연장되는 도전성 패턴이, 기판의 하부에
형성되어 접지 등의 기능을 하는 도전성 패턴층과 겹쳐지 않으며, 상대적인
길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위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앞서 구성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
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식별번호
[0013] 참조), ‘ㄷ’ 연결구조를 가지므로, 기판의 상부 및 하부에 형성된
도전성 패턴은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을 가진다는 점, ②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식별번호
[0013] 참조), 기판 상부에 형성된 제1 배선의 제1 부분(24)이 기판 하부에
형성된 제1 배선의 제2 부분(26)의 길이보다 짧게 된다는 점, ③ 결국, 구성
4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칩의 전극 패턴 및 접속단자의 패턴을 동시에 고려하
여, 비아 홀의 위치 및 배선 패턴이 결정되어지는 일반적 설계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비아 홀의 위치 및 배선 패턴으로
부터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④ 구성 4는 반도체
칩의 사이즈가 축소되고 배선이 미세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배선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설 전류나 쇼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이는 반도체 칩 영역의 휴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차이점으로 인해 구성 4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성요소 3의 제2 금속 패턴층은 절연성 필름기판의 제2 주면, 즉 밑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연장되는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 역시 절연성
필름기판의 밑면에 위치하게 되는 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판결요지

구성요소는 베이스 기판의 밑면에 배치되어 있는 제2 도전성 패턴의 25b
부분이 제2 비아홀을 거쳐 베이스 기판의 상면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로부터
연장되는 접속단자도 베이스 기판의 상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와 칩-온-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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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회로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그
단부에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구비하는 것이 기술상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에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제1 배선 중
연성기판 하면에 배치되는 제2 부분(26)의 연장부에 위치시키는 구성이 내재
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성요소 3의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기판의 밑면에 위치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성요소 4의 제3 배선 패턴층은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반대방향으로 연장되면서 전체적인 배선패턴이 “
상면 배선패턴,

: 하면 배선패턴,

: 비아,

(

:

: 접속용 리드)”와

같은 형상을 갖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제2 도전성 패턴의 25a 부분과
25b 부분의 경우 “

”와 같은 형상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또한 위와 같은 배선패턴의 형상에 따라 구성요소
4의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기판을 사이에 두고 제2 금속 패턴층과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은 25b 부분과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3’).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3은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에서 연장부가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상․하면
배선패턴이 “

”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이 때 선행발명 3의

상면 배선패턴은 접속용 리드 방향의 역방향으로 연장되며, 상면 배선패턴과
하면 배선패턴은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선행발명 3에는
구성요소 4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배선패턴 설계과정에서 선행발명 1에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3의 결합을 시도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결합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4의 필름기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평행하게 겹치는 상․하면 배선패턴 역시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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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정정청구항 4(을1호증의1)

선행발명 1(갑4호증)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제1 -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상면과
주면 및 제2 주면을 가지며, 제1 주면과

밑면을 가지며, 상면과 밑면을 관통하는

상기 제2 주면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의 비아홀(29)을 갖는 베이스

의 비아를 포함하는 절연성 필름기판

기판(21)([도 3], [도 4] 참조)

제1 주면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제1 금속 - 제2 도전성 패턴(25)은 베이스 기판(21)의

1

패턴층들; 제2 주면 상에 제공되고 비아에

양쪽면에 모두 형성되며, 상면에 형성된

의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제2 도전성 패턴(25a)과 밑면에 형성된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

제2 도전성 패턴(25b)이 비아홀(29)을 통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 및

해 연결됨(4면 17, 18행, [도 4] 참조)

칩 실장 영역에 실장되고, 저면 상에 복수 - 구동 드라이브 IC(24)의 밑면에는 외부와
의 전극패드들이 형성된 주변부를 포함하

전기적 신호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솔더

며, 복수의 전극패드들이 도전성 범프에

범프가 형성. 제2 솔더 범프 그룹(24c)과

의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접속되는 도전성 패턴을 제2 도전성 패턴

어느 하나에 각각 본딩되는 반도체 칩을

(25)(3면 아래에서 12, 13, 22, 23행, [도

포함

4] 참조)

비아는 반도체 칩의 주변부와 중첩되는 - 비아홀(27, 28)은 구동 드라이브 IC(24)

2

절연성 필름기판 상의 접촉영역에 의해

실장 영역의 중심영역에 배치되는 하나

한정되는 칩 실장 영역의 중심영역에 배치

이상의 제1 비아홀(27)과 구동 드라이브

되는 하나 이상의 제1 비아와, 칩 실장

IC(24) 실장 영역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영역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제4

이상의 제2 비아홀(28)을 포함([도 3], [도

비아를 포함

4] 참조)

하나 이상의 제1 비아 중 적어도 하나는 - 제1 비아홀(27)은 베이스 기판(21)의 상면

3

제1 주면에서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에서 제2 도전성 패턴(25a)과 연결되고,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고, 제2 주면

베이스 기판(21)의 밑면에서 제2 도전성

에서 하나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 중 적어

패턴(25b)과 연결됨([도 3], [도 4] 참조)
- 비아홀(27)에 연결되는 제2 도전성 패턴

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며,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와 연결되는 제2

(25)의 25b 부분은 후면에서 제2 비아홀

금속 패턴층은 절연성 필름기판의 일측단

(28)과 연결되어 베이스 기판(21)의 상면

부로 연장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갖고,

으로 올라와 25c 부분으로 측단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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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정정청구항 4(을1호증의1)

선행발명 1(갑4호증)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는 칩 실장 영역을

장된 접속단자(23)를 갖고, 접속단자(23)

벗어나 위치

는 구동 드라이브 IC(24) 실장 영역을
벗어나 위치(4면 13~16행, [도 3], [도
4] 참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은 외부회로 - 베이스 기판 상면의 패턴은 접촉영역으로
접속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반대방향

부터 IC 실장 중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제1

으로 접촉영역으로부터 칩 실장영역의 중

비아홀(27)에 연결되는 제2 도전성 패턴

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적어도 하나의 제1

(25)의 25a 부분을 포함([도 3] 참조)

비아에 연결되는 제3 배선 패턴층을 포함 - 제2 도전성 패턴(25)의 25a 부분은 IC
실장 영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며, 제2

하고,
제3 배선 패턴층은 칩 실장 영역 내에

도전성 패턴(25)의 25b 부분은 베이스

완전히 포함되며,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

기판을 사이에 두고 25a 부분의 길이보

기판을 사이에 두고 제2 금속 패턴층과

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온 플랙시블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제2

서킷([도 3], [도 4] 참조)

4

금속 패턴층의 길이는 제3 배선 패턴층의
길이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온-필
름 패키지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들은 IC 칩의 전극패드 배열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는
배선패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배선패턴은 전극패드의 배치 형상에 따라 각기
달리 설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2열 평행 배열의 전극패드를 갖는
칩이 탑재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지그재그 배열의 전극패드를 갖는 칩이, 선행발명
3에는 3열 평행 배열로서 일측변에 2열로 인접 배열한 전극패드를 갖는 칩이 각각 탑재
되는 등,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정정발명과 전극패드의 배열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
에 배선패턴 설계의 목적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이 사건 정정발명과 다를 수밖에
없다.
2.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그 배선패턴의 형상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결합하더라도 정정청구항 4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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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정정청구항 4의 종속항에 해당하는, ① 정정청구항 6은 그 추가 한정 사항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 4의 구성이 상이하고, ② 정정청구항 13은 그 추가 한정
사항이 선행발명 4, 5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서로 다른 전극패드의 배치 형상을 가지는 선행발명 1, 3~5를 쉽게 결합할 수 없으
며, ③ 정정청구항 15의 경우 선행발명 2의 배선패턴 설계가 선행발명 1, 3의 그것과
전혀 달라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 3에 결합할 수 없고, ④ 정정청구항 17은 그 추가
한정 사항의 대응 구성이 선행발명 2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설령 선행발명 2에 대응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2를 배선패턴이 전혀 다른 선행발명 1, 3과
결합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위 종속항들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
게 도출할 수 없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정정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위적으로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거나, 예비적으로 선행
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
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에서, 구성요소 4의 제3 배선 패턴층은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반대방향으로 연장되면서 전체적인 배선패턴이
‘

’형상을 갖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3에는 대응 배선 패턴이 ‘

’을

갖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그 연장부(23)이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어서,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선행발명 1에 방향을 바꾸어 내측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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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나.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2017. 12. 1.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이 사건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는 모두 유연성이 있는 플렉시블
기판과 비아홀을 이용하는 배선기판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
하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은 전자 제품의 소형화, 박형화 및 경량화 요구
에 대응하여 제조가 용이하면서도 고밀도로 집적될 수 있는 테이프 배선 기판 제공
(식별번호 [0005] 참조) 및 소자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식별번호 [0004] 참조)
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도전성 패턴의 폭이 최대 폭을 갖더라도, 도전성 패
턴과 솔더 범프 사이의 단락이 발생되지 않으며, IC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식별번
호 2페이지 26~29라인 참조)’이며,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은 ‘배선 밀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것(식별번호 [0003], [0020] 참조)’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 목적은 ‘고밀도 및
고신뢰성 배선기판, 반도체 장치 및 전자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0002],
[0003] 참조)’이며, 비교대상발명 4의 목적은 ‘배선의 단선을 방지하여 배선의 전기
적인 신뢰성을 구비한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5페이지 1~7라인, 6페이지
26~43라인 참조)’이고, 비교대상발명 5의 목적은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
에 전자 기기의 소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부품의 배선기판의 실장 구조를 제공
하는 것(식별번호 <45> 참조)’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의
목적은 전기적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고밀도 배선 및 실장구조의 소형화 등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
발명 1 내지 5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성의 대비
(가)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한
구성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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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구성
2

비
고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들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제 1

[비교1] 플랙시블 베이스 기판, 비아 홀,

주면 및 제 2 주면을 가지며, 상기 제 1

도전성 패턴, 접속단자 및 구동 드라이브

주면과 상기 제 2 주면 사이를 관통하는

IC로 구성된 COF에 있어서, 베이스 기판

하나 이상의 비아를 포함하는 절연성 필

의 상부면에 형성된 제2 도전성 패턴

름 기판; 상기 제 1 주면 상에서 연장되는

(25a)과 하부면에 형성된 제2 도전성 패

복수의 제 1 금속 패턴층들; 상기 제 2 주
면 상에서 연장되고 상기 비아에 의해 상

턴(25b)이 비아홀을 통해 연결되며, 제2
솔더 범프 그룹(24c)에 의해 구동 드라이

기 복수의 제 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브IC가 베이스 기판의 상부면에 형성된

용
이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제 2 금속 패턴층; 및 상기 칩 실

제2 도전성 패턴(25a)과 본딩되는 구성
(식별번호 3페이지 35라인∼4페이지 19

도

장 영역에 실장되고, 저면 상에 복수의 전

라인, 도 3, 4 참조)

극 패드들이 형성된 주변부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전극 패드들이 도전성 범프

[비교3] 연성기판을 관통하여 형성된 스
루홀 및 제1 배선의 제1 부분과 제2 부분

에 의해 상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이 스루홀로 전기적 연결되며, 도체 칩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각각 본딩되는 반도
체 칩을 포함하고,

범프에 의해 제1 배선의 제1 부분과 본딩
(식별번호 [0008], [0015], 도 3 참조)

상기 비아는 상기 반도체 칩의 상기 주변

[비교1] 제1 비아홀이 구동 드라이브IC의

부와 중첩되는 상기 절연성 필름기판 상
의 접촉 영역에 의해 한정되는 상기 칩

중심영역에 형성되고, 제2 비아홀은 구동
드라이브IC의 외부에 형성(도 4 참조)

실장 영역의 중심 영역에 배치되는 하나

[비교3] 스루홀이 반도체 칩 영역 내에 형

이상의 제 1 비아와, 상기 칩 실장 영역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제4 비아를

성(도 3 참조)

출

용
이
도
출

포함하고,

구성
3

상기 하나 이상의 제1 비아 중 적어도 하

[비교1] 칩 실장 영역(24)에 배치되는 복

나는 상기 제1 주면에서 상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

수의 제1비아(27)을 포함하고, 제1비아
(27)는 상면에서 복수의 제1금속 패턴층

결되고, 상기 제2 주면에서 상기 하나 이

들(25a)과 연결되며, 제1비아(27)는 저면

상의 제2 금속 패턴층 중 적어도 어느 하
나와 연결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에서 제2금속 패턴층(25b)과 연결되고,
제2금속 패턴층(25b)은 기판(21)의 일측

비아와 연결되는 상기 제2 금속 패턴층은

단부로 연장된 외부회로 접속단자(23)의

상기 절연성 필름 기판의 일측단부로 연
장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갖고, 상기

구성(식별번호 3페이지 35라인∼4페이지
19라인, 도 2-4 참조)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는 상기 칩 실장 영

[비교3] 스루홀(28)은 제1 배선 중 기판

역을 벗어나 위치하며,

상부에 형성된 제1 전기적 접속부 및 연
장부와 전기적 연결되며, 기판 하부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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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들

비
고

성된 제2 부분과도 전기적 연결되는 구성
(식별번호 [0012]-[0015], 도 2, 3 참조)
상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은 상기

[비교1] 제1 및 제2 도전성 패턴이 구동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드라이브 IC 내부로 연장되어 있는 구성(식

반대방향으로 상기 접촉영역으로부터 상

별번호 3페이지 47∼48라인, 도 3 참조)
[비교3] 기판 하부에 형성된 제1 배선의 제2

기 칩 실장 중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상기
구성
4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에 연결되는 제3
배선 패턴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3 배선

부분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제2 배선과 평행

패턴층은 상기 칩 실장 영역 내에 완전히

하게 겹치며, 제1 배선의 제2 부분은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에서 외측으로 연장

포함되며, 상기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

되는 구조(식별번호 [0017]-[0021], 도 2,

기판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 금속 패턴

3 참조)

차
이

층과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
서, 상기 제2 금속 패턴층의 길이는 상기
제3 배선 패턴층의 길이보다 긴 것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구성 1, 2는 비교대상발명 1,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구성 3, 4의 정정된 사항을 통상의 기
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먼저, 구성 3은 ‘상기 하나 이상의 제1 비아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제1 주면
에서 상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고, 상기 제2 주
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와 연결되는 상기 제2 금속 패턴층은 상기 절연성 필름 기판
의 일측단부로 연장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갖고, 상기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는
상기 칩 실장 영역을 벗어나 위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칩 실장
영역(24)에 배치되는 복수의 제1비아(27)을 포함하고, 제1비아(27)는 상면에서 복수
의 제1금속 패턴층들(25a)과 연결되며, 제1비아(27)는 저면에서 제2금속 패턴층(25b)
과 연결되고, 제2금속 패턴층(25b)은 기판(21)의 일측 단부로 연장된 외부회로 접속
단자(23)의 구성(식별번호 3페이지 35라인∼4페이지 19라인, 도 2-4 참조)에 대응하
며, 양 대응구성은 기판 상·하부에 형성된 금속 패턴층이 칩 실장영역 내부에서 비
아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비교대상발명 1의 제2금속
패턴층(25b)은 기판의 하면에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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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구성 3은 제1 금속 패턴층이 제1 비아가 있
는 중심 영역으로 연장되며, 외부 기기와 접속을 위해 제2 금속 패턴층은 칩 실장
영역을 벗어나 위치하는 구조이나, 이러한 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1 비아의 위치
및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의 위치를 단순 변경하여 설계할 수 있는 구조에 불과하다
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및 제2금속 패턴층(25a, 25b)은 제1비아를 통해 전기
적으로 연결되며, 제2금속 패턴층이 기판 하부면을 통해 칩 실장영역을 벗어나 전자
부품의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2, 3 참조)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로
부터 구성 3의 구조를 도출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 ③ 또
한, 구성 3은 ‘ㄷ’ 연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의 연성 기판의
상부에 제공되는 제1 배선의 제1 전기적 접속부(22)와 연장부(23) 및 하부에 제공되
는 제1 배선의 제2 부분(26)이 스루홀을 통하여 연결되며(식별번호 [0012]-[0014] 참
조),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 또는 바깥 방향으로 연장되어 질 수 있
다는 기재(식별번호 [0013]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구성 3과 동일한 ‘ㄷ’ 연결구조를 가
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 3에서 도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성 4는 ‘상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은 상기 외부회로 접속
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반대방향으로 상기 접촉영역으로부터 상기 칩 실장 중
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에 연결되는 제3 배선 패턴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3 배선 패턴층은 상기 칩 실장 영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며, 상기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기판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2 금속 패턴층과 평행하게 겹치
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상기 제2 금속 패턴층의 길이는 상기 제3 배선 패턴층의 길
이보다 긴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및 제2 도전성 패턴이 구동 드라이
브 IC 내부로 연장되어 있는 구성(식별번호 3페이지 47∼48라인, 도 3 참조)에 대응
하며, 양 대응구성은 IC 칩 내부로 연장되는 도전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IC 칩 내부로 연장되는 도전성 패턴이, 기판의 하부
에 형성되어 접지 등의 기능을 하는 도전성 패턴층과 겹쳐지 않으며, 상대적인 길이
에 대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위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① 앞서 구성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
발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식별번호
[0013] 참조), ‘ㄷ’ 연결구조를 가지므로, 기판의 상부 및 하부에 형성된 도전성 패턴
은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을 가진다는 점, ②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 영역의 안쪽으로 연장되는 경우(식별번호 [0013] 참조), 기판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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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제1 배선의 제1 부분(24)이 기판 하부에 형성된 제1 배선의 제2 부분(26)의
길이보다 짧게 된다는 점, ③ 결국, 구성 4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칩의 전극 패턴 및
접속단자의 패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아 홀의 위치 및 배선 패턴이 결정되어지는
일반적 설계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비아 홀의
위치 및 배선 패턴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④ 구성
4는 반도체 칩의 사이즈가 축소되고 배선이 미세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배선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설 전류나 쇼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이는 반도체 칩 영역의 휴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충
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차이점으로 인해 구성
4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
정된다 할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3. 정정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1

정정청구항 4(을1호증의1)

선행발명 1(갑4호증)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제1 주

-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상면과

면 및 제2 주면을 가지며, 제1 주면과 상기

밑면을 가지며, 상면과 밑면을 관통하는

제2 주면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 이상의 비
아를 포함하는 절연성 필름기판

하나 이상의 비아홀(29)을 갖는 베이스 기
판(21)([도 3], [도 4] 참조)

제1 주면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제1 금속

- 제2 도전성 패턴(25)은 베이스 기판(21)의

패턴층들; 제2 주면 상에 제공되고 비아에
의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양쪽면에 모두 형성되며, 상면에 형성된
제2 도전성 패턴(25a)과 밑면에 형성된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

제2 도전성 패턴(25b)이 비아홀(29)을 통

상의 제2 금속 패턴층; 및
칩 실장 영역에 실장되고, 저면 상에 복수

해 연결됨(4면 17, 18행, [도 4] 참조)
- 구동 드라이브 IC(24)의 밑면에는 외부와

의 전극패드들이 형성된 주변부를 포함하

전기적 신호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솔더

며, 복수의 전극패드들이 도전성 범프에 의

범프가 형성. 제2 솔더 범프 그룹(24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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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정정청구항 4(을1호증의1)

선행발명 1(갑4호증)

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중 적어도 어

접속되는 도전성 패턴을 제2 도전성 패턴

느 하나에 각각 본딩되는 반도체 칩을 포함

(25)(3면 아래에서 12, 13, 22, 23행, [도
4] 참조)

2

비아는 반도체 칩의 주변부와 중첩되는

- 비아홀(27, 28)은 구동 드라이브 IC(24) 실

절연성 필름기판 상의 접촉영역에 의해 한

장 영역의 중심영역에 배치되는 하나 이

정되는 칩 실장 영역의 중심영역에 배치되
는 하나 이상의 제1 비아와, 칩 실장 영역

상의 제1 비아홀(27)과 구동 드라이브 IC
(24) 실장 영역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이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제4 비아를

상의 제2 비아홀(28)을 포함([도 3], [도 4]

포함

참조)

하나 이상의 제1 비아 중 적어도 하나는

- 제1 비아홀(27)은 베이스 기판(21)의 상면

제1 주면에서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

에서 제2 도전성 패턴(25a)과 연결되고,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고, 제2 주면
에서 하나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 중 적어

베이스 기판(21)의 밑면에서 제2 도전성
패턴(25b)과 연결됨([도 3], [도 4] 참조)

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며,
3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와 연결되는 제2
금속 패턴층은 절연성 필름기판의 일측단

- 비아홀(27)에 연결되는 제2 도전성 패턴(2
5)의 25b 부분은 후면에서 제2 비아홀(2

부로 연장된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갖고,

8)과 연결되어 베이스 기판(21)의 상면으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는 칩 실장 영역을 벗
어나 위치

로 올라와 25c 부분으로 측단부로 연장된
접속단자(23)를 갖고, 접속단자(23)는 구
동 드라이브 IC(24) 실장 영역을 벗어나
위치(4면 13~16행, [도 3], [도 4] 참조)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은 외부회로 접

- 베이스 기판 상면의 패턴은 접촉영역으로

속용 리드가 있는 일측단부의 반대방향으로

부터 IC 실장 중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제1

접촉영역으로부터 칩 실장영역의 중심영역
으로 연장되어 적어도 하나의 제1 비아에

비아홀(27)에 연결되는 제2 도전성 패턴(2
5)의 25a 부분을 포함([도 3] 참조)
- 제2 도전성 패턴(25)의 25a 부분은 IC 실

연결되는 제3 배선 패턴층을 포함하고,
4

제3 배선 패턴층은 칩 실장 영역 내에 완
전히 포함되며,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기

장 영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며, 제2 도전

판을 사이에 두고 제2 금속 패턴층과 평행

사이에 두고 25a 부분의 길이보다 긴 것

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제2 금속
패턴층의 길이는 제3 배선 패턴층의 길이보

을 특징으로 하는 칩 온 플랙시블 서킷

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온-필름 패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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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패턴(25)의 25b 부분은 베이스 기판을

([도 3], [도 4] 참조)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
정정청구항 4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하나 이상의 칩 실장 영역을 갖는 제1 주면(상면)7)과 제2 주면(밑면)을 가지며,
제1 주면(상면)과 제2 주면(밑면)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 이상의 비아(비아홀)를 포함
하는 절연성 필름기판(베이스 기판), 제1 주면(상면) 상에 제공되는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 제2 주면(밑면) 상에 제공되고 비아(비아홀)
에 의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b
부분) 및 칩 실장 영역에 실장되고, 저면 상에 복수의 전극패드들이 형성된 주변부
를 포함하며, 복수의 전극패드들이 도전성 범프(솔더 범프)에 의해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각각 본딩되는 반도
체 칩(구동 드라이브 IC)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정정청구항 4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비아(비아홀)가 반도체 칩(구동 드라이브 IC)의 주변부와 중첩되는 절연성 필
름기판(베이스 기판) 상의 접촉영역에 의해 한정되는 칩 실장 영역의 중심영역에 배
치되는 하나 이상의 제1 비아(제1 비아홀)와 칩 실장 영역 외부에 형성되는 하나 이
상의 제4 비아(제2 비아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 부분
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하나 이상의
제1 비아(제1 비아홀) 중 적어도 하나가 제1 주면(상면)에서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
들(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결되고, 제2 주면(밑면)에
서 하나 이상의 제2 금속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b 부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3의 제2 금속 패턴층은 절연성 필름기판의 제2 주면, 즉
밑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연장되는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 역시 절연
성 필름기판의 밑면에 위치하게 되는 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
요소는 베이스 기판의 밑면에 배치되어 있는 제2 도전성 패턴의 25b 부분이 제2 비
아홀을 거쳐 베이스 기판의 상면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로부터 연장되는 접속단자
도 베이스 기판의 상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7)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정정청구항 4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의미
한다. 이하 정정청구항 4와 선행발명들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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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요소 4 부분
또한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모두 복수의
제1 금속 패턴층들이 접촉영역으로부터 칩 실장 중심영역으로 연장되어 적어도 하
나의 제1 비아(제1 비아홀)에 연결되는 제3 배선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
분)을 포함하고, 제3 배선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은 칩(구동 드라이브
IC) 실장 영역 내에 완전히 포함되며, 제2 금속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b 부분)
의 길이는 제3 배선 패턴층(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의 길이보다 긴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칩-온-필름 패키지(칩 온 플랙시블 서킷)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4의 제3 배선 패턴층은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있는 일
측단부의 반대방향으로 연장되면서 전체적인 배선패턴이 “
: 하면 배선패턴,

상면 배선패턴,

: 비아,

(

:

: 접속용 리드)”와 같은 형상

을 갖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제2 도전성 패턴의 25a 부분과 25b 부분의 경우
“

”와 같은 형상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또한

위와 같은 배선패턴의 형상에 따라 구성요소 4의 제3 배선 패턴층은 필름기판을 사
이에 두고 제2 금속 패턴층과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선행발
명 1의 제2 도전성 패턴 중 25a 부분은 25b 부분과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
지 않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3’).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청구항 4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
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
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와 칩-온-필름 패키
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회로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그 단부에서 외부회
로 접속용 리드를 구비하는 것이 기술상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에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를 제1 배선 중 연성기판 하면에 배치되는 제2
부분(26)의 연장부에 위치시키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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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패턴은 복수의 제1 배선(20)을 포함한다. 제1 배선(20)은 적어도 두 점간의 전기적 접속
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1 배선(20)은 칩 부품에 대한 제1 전기적 접속부(22)와 다른
전자부품(예를 들면 전기광학패널)에 대한 전기적 접속부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식별번호 [0010] 참조).
제1 배선(20)은 제1 부분(24)을 가진다. 제1 부분(24)은 연성기판(10)의 칩 부품 탑재영역(12)
의 면에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11] 참조).
제1 배선(20)은 제2 부분(26)을 가진다. 제2 부분(26)은 연성기판(10)의 제1 부분(24)과는 반
대의 면에 형성되어 있다. 제2 부분(26)은 칩 부품 탑재영역(12)의 평면에서 보는 범위 내측에
서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어도 좋다. 제2 부분(26)은 배선패턴 형성영역(3)의 단부에 이를 때까지
연장되어 있어도 좋다(식별번호 [0014] 참조).

나) 한편, 선행발명 3은 선행발명 1과 마찬가지로 고밀도의 반도체 장치를 제
조하는 과정에 이웃한 배선 피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공통되고, 선행발명 1에서 접속단자(23)를 상면에
만 두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지 않은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자 하는
주변 부품과의 위치 관계 등의 설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회로 접속단자를 베이스 기판의 밑면에 위치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
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칩 하부에 형성된 전극패드의 배열과 상관없이 하나의 단자에서 출발
하는 배선패턴을 비아홀을 통하여 기판의 다른 면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은 선행발명
1, 3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
움도 없다.
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
하여 구성요소 3의 외부회로 접속용 리드가 기판의 밑면에 위치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차이점 2, 3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청구항 4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 3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
명 3은 연장부(23)가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명시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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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부분(24)은 제1 전기적 접속부(22)의 폭을 가지고 연장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 부분
(24)은 제1 전기적 접속부(22)에서 동일한 폭으로 연장된 연장부(23)를 가질 수 있다. ...(중략)...
연장부(23)는 칩 부품 탑재영역(12)의 바깥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도 좋고 그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도 좋다(식별번호 [0013] 참조).

나) 그런데 선행발명 3에서 연장부가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상․
하면 배선패턴이 “

”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이 때 선행발명 3의 상면 배

선패턴은 접속용 리드 방향의 역방향으로 연장되며, 상면 배선패턴과 하면 배선패
턴은 평행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선행발명 3에는 구성요소 4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배선패턴 설계과정에서 선행발명 1에 기술분야
가 동일한 선행발명 3의 결합을 시도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결합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성요소 4의 필름기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평행하게 겹치는 상․하면 배선패턴 역시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3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013] 부분에 “연
장부(23)는 칩 부품의 전기적 접속부의 범위에서 돌출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 등 명세서 전체 기재를 고려하면 연장부의 방향을 칩 부품 탑재영역
(12)의 내측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선행발명 3의 경우 연
장부의 방향을 내측방향으로 변경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스루홀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고 기판 하부에 형성되는 제2 부분(26)의 배선 길이가 더 길어져 전극
재료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변경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3에서 연장부의 방향을 바꿀 이유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 3
으로부터 정정청구항 4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연장부
(23)가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하면, 연장부
(23)는 전기적 접속부의 범위에서 돌출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칩 부품을 본딩했
을 때 가해지는 본딩 가중의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스루홀(28)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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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접속부를 피해 형성될 수 있도록 연장부(23)를 두고 그 연장부(23)에 스루홀
(28)이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연장부는 전기적 접속부의 범위를 벗어나 방향성을
가지고 내측방향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연장부(23)는 칩 부품 탑재영역(12)의 바깥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도 좋고 그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어도 좋다. 연장부(23)는 칩 부품의 전기적 접속부의 범위에서 돌출되는 부분일 수
있다(식별번호 [0013] 참조).
스루홀(28)의 배치에 대해 설명한다. 스루홀(28)은 그것과 전기적 도통이 도모된 제1 전기적
접속부(22)(전체)를 피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즉, 제1 전기적 접속부(22)의 하지(직하)에는 스
루홀(22)이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스루홀(28)은 연장부(23)에 오버랩해서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것에 의하면 제1 전기적 접속부(22)와 다른 전기적 접속부{예를 들면 제2 전기
적 접속부(32)}의 각각의 하지는 모두 연성기판(10)의 재료가 되고 하지가 동일한 경도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칩 부품{예를 들면 반도체 칩(50)}을 본딩했을 때, 제1 전기적 접속부(22)에 더
해지는 본딩 가중을 다른 전기적 접속부에 더해지는 본딩 가중과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본
딩 가중의 균일화를 도모할 수 있다(식별번호 [0022] 참조).

결국 선행발명 3에는 연장부(23)를 칩 부품 탑재영역의 내측 방향으로 바
꾸어 연장할 수도 있음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정정청구항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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