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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허1834 거절결정(상) 2020. 8. 21.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출원상표

심판번호

제40-2016-120011호

2017원5508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식별력이 강한 ‘AURUM’만으로도 인식되어 ‘아우름,
오름’
심결요지

“

정도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은 도안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한 어려움 없

이 영문자 ‘AURUM’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가 ‘AURUM’으로 인식되는 경우 “

”과는 알파벳

문자구성이 동일하여 그 호칭·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
당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국내 수요자가 호칭한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나인아우름’ 혹은 ‘케이구아우
름’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판결요지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6~7음절로 한 번에 발음하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지며, 이 사건 출
원상표의 호칭은 'K9‘ 부분의 호칭인 ‘케이나인’, ‘케이구’와
‘AURUM' 부분의 호칭인 ‘아우름’을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
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9‘ 또는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 3 -

고,‘AURUM'은 ’아우름‘으로 호칭되므로 이를 접한 국내 수요
자가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글 ’아우르다‘의 활용형인 ‘아우름’의 영문 음역이라고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의 관계에서 성질표시를 직감할 수 없는 임의선택표장에 해당하므
로 ‘K9’보다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된다면, 이는 'AURUM'으
로 인식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유사
하지 아니하나, 그 약칭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
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
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원고 주장
선등록서비스표 1 “

”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문자 AURUM

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서 판단기준으로써 적
용한 요부관찰은 부적절하며, 요부관찰을 배제한 전체관찰 시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
는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K9AURUM’은 ‘케이나인아우름’ 또는 ‘케이나인오름’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로서 호칭하는 경우 6~7음절로 한 번에 발음하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지고, 영어문자 가운데 숫자 ‘9’가 들어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
체로서 하나의 단어로 보이지 않고, 숫자 ‘9’를 중심으로 앞뒤로 확연하게 구
분되어 보이며, 식별력이 없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한 ‘K9’과 특정한 관
념을 가진 식별력 있는 영어 단어인 ‘AURUM’이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양
으로 양단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거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용실태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판단기준인 심결
시(2019.1.11.)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
버와 다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K9AURUM’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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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이버 지도에서 원고의 실제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애견테마 아우름’이 검색되고, 반면 ‘다음에서는 애견카
페가 거의 검색이 되지 않고 대신‘AURUM 애견카페’로 검색해야 다수의 블로
그에서 ‘남양주 애견테마 아우름’, ‘애견카페 아우름’이 검색되며, 원고가 실
제로 운영중인 것으로 보여지는‘애견테마 아우름’의 네이버 공식블로그인
‘blog.naver.com/petdog_aurum’에서 “애견테마 아우름 공식테마.. 애견테마
아우름입니다...(중략) 애견테마 아우름 일동”과 같이 ‘K9아우름(AURUM)’은
공식 블로그 명으로 ‘(애견테마)아우름’은 고객인 일반수요자를 상대로 사용
하고 있는 등 양자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애견 테마파크 아우름.. ㅎㅎㅎ 아참 애견테마파크는 무
조건 예약이 필수예요 특히나 주말에는~!!! 가실 분들은 예약 꼬~옥 하고 가셔
요.. http://www.k9aurum.com/..(2016.6.27.), ”남양주 아우름 애견파크 수영
장 이용후기..(2016.7.1.)“, ”애견테마 아우름..이용요금 알 수 있는 아우름 공
식

블로그

입니다

:)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듯

해요

http://www.k9aurum.com(2017.2.20.)“, ”애견테마 아우름 예약 확정..운영시
간 이용요금 안내표에요:) 무조건 예약제!!잊지마세요~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http://www.k9aurum.com/)(2018.3.7.)“ 와 같이 인터넷에서 예약제로 운영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수요자는 ‘K9AURUM’을 ‘애견테마(파크) 아우름’으로
인식 내지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
비스표 1은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AURUM’과 역시 ‘AURUM’으로 인식 내지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는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
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
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
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
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
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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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
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

”과 선등록서비스표인 “

”

은 결합된 단어의 수, 색채 및 도안화 여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관은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는지 살펴
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K9AURUM’이 동일한 크기와 글자체로 띄어쓰기 없이 구
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케이나인아우름’ 등으로 호
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는 경우 7음절로 한 번에 발
음하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진다는 점, ② 영어문자 가운데 숫자 ‘9’가 들어있어 이 사
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하나의 단어로 보이지 않고, 숫자 ‘9’를 중심으로 앞뒤로 구
분되어 보인다는 점, ③ 어두에 위치한 ‘K9’은 영문자 ‘K’와 숫자 ‘9’가 도안화 등이
없이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
하다는 점, ④ 뒷부분인 ‘AURUM’은 ‘금, 금빛’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aurum’과 알
파벳 구성이 동일하여 그 자체로 식별력 있는 단어로 볼 수 도 있다는 점(순수한 조
어 또는 우리말 ‘아우르다’를 명사형으로 변형하여 영어로 음역한 것으로도 볼 여지
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식별력이 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인도 실제 동일
한 영업에 대한 상표로서 ‘K9AURUM’, ‘K9아우름’, ‘애견카페 아우름’, ‘아우름’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http://www.k9aurum.com/ 및 https://
blog.naver.com/petdog_aurum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식별력이 강한 ‘AURUM’만으로도 인식되어 ‘아우름, 오름’ 정
도로 호칭·관념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

”은 도안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문자 ‘AURUM’으로 인식할 수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찬가지로
‘아우름, 오름’ 정도로 호칭·관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A
URUM’으로 인식되는 경우 “

”과는 알파벳 문자구성이 동일하여 그 호칭·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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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비 결과
따라서 양 표장은 비록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지만,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음식점업’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
고 있어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부분과 ‘

’ 부분의 결합에 의해 전체적으

로 ‘특정한 것들(자동차들, 자주포들, 개들, 경찰견들)과 관련된 무엇’ 또는 ‘특정한 것
들(자동차들, 자주포들, 개들, 경찰견들)을 아우르다 또는 어우르다’라는 새로운 관념
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부분만으로 관찰되지 아니

하므로 전체관찰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문자 ‘AURUM'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
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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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
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
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
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수요자나 거
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가 ‘AURUM'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

’은 5개의 알파벳 'AURUM' 중 'AUR’

과 ‘UM’을 각 도안화하여 나란히 표시한 표장이다. 이와 같은 도안화는 거래업계에서
알파벳을 도안화하여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불
과하고 추상화의 정도도 크지 않아 국내 수요자가 위 도안을 보면 손쉽게 'AURUM'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
문자 ‘AURUM'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외관의 대비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

문자인 ‘AURUM’ 앞에 알파벳 ‘K’와 숫자 ‘9’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구성 문자의 수, 도안화 여부 및 색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호칭 및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AURUM’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8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국내 수요자가 호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나인아우름’ 혹은 ‘케이구아우름’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
데,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
을 고려하면 이는 6~7음절로 한 번에 발음하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진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비록 띄어쓰기 없이 알파벳과 숫자가 연속되어 결
합되어 있지만 ‘케이나인아우름’ 혹은 ‘케이구아우름’으로 호칭되는 이상 ‘K9‘와
’AURUM’이 띄어쓰기 된 표장과 호칭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즉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은 'K9‘ 부분의 호칭인 ‘케이나인’, ‘케이구’와 ‘AURUM' 부분의 호칭인 ‘아우름’
을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
하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9‘ 또는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K9’ 부분은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K’와
숫자 ‘9’가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
력이 없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위 부분으로부터 국내 수요자가 특정한 의
미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애견테마 아우름”
이라는 명칭으로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애
견카페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9’ 부분은 원고가 “개 혹은 개과 동
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anine’을 발음이 같은 알파벳 및 숫자로 치환하여 창작한 것
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애견카페업, 애견카페 체인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K9’ 부분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라) 반면 ‘AURUM'은 ’아우름‘으로 호칭되므로 이를 접한 국내 수요자가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글 ’아우르다‘의
활용형인 ‘아우름’의 영문 음역이라고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이며,1) 특히 이 사건 출
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를 직감할 수 없는 임의선택표장에 해당하
므로 ‘K9’보다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출원상표 'K9AURUM'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있는 단어
가 아니고, 영어문자 가운데 숫자 ‘9’가 들어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하나
의 단어로 보이거나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1) 'AURUM'에는 ‘금, 금빛’이라는 고유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이나 사용형태 등에 비추
어 볼 때,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간접적 정황이긴 하나, 원고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애견테마 아우름‘이라는 명칭으로 애견카
페를 운영하면서 위 애견카페의 공식블로그 주소(www.k9aurum.com)에서만 이 사건 출원상표
'K9AURUM’과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고 있을 뿐, 실제 애견카페에는 ‘
’과 같
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단축형인 'AURUM'으로 구성된 표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
원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전체로서 관념되거나 호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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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된다면, 이
는

‘아우름’이라고

호칭되면서

‘아우르다’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이는

'AURUM'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다) 대비 결과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
나, 그 약칭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4)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는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접대업, 애견카페업, 인
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키즈카페
체인업, 키즈카페 운영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인 “관광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뷔페식당업, 식당
체인업, 식음료접대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
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
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이 유사하므로 서
로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그 일부가 같거나 유사하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특허청이 스포츠행사조직업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2016. 12. 29.자
로 원고가 출원한 ‘

’이 선출원상표(등록번호 : 40-1381486, 출원

일 : 2016. 12. 29., 등록일 : 2018. 7. 26., 지정상품 : 스포츠행사조직업 등)로 존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후출원된 ‘

’(등록번호 제1355577호, 출

원일 : 2017. 9. 8., 등록일 : 2018. 5. 2. 지정상품 : 필라테스지도업 등) 상표가 위 선
출원상표와 비유사하다고 보아 등록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허청 상표심사의
일관성과 출원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
표에 관하여도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비유사하다고 보아 등록결정을 하였어야 함
에도 거절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
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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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
후16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결정이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토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간이음식점업’
등 일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
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상표의 출원절차에서 하나의 출원은 지정 상품이 여럿
이라 하더라도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
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 상품에서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 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
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 중 적어도 일부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은 그 전부가 등록거
절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
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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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허6990 거절결정(상) 2020.9.3.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건물관리업,
건물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건물임대업 등
출원상표

심판번호

제40-2017-39122호

2018원2377

관련번호

주요쟁점


건물내부 공간을 표현하는 도형의 입체상표로서의 식별력 인정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된 입체적 구성은 음각으로 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원형들과 직사각형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음각의 원형들과
직사각형들을 결합하여 건물 내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표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형태는 일반적인 건물 내부의 공간을 그
구성방법이나 모양, 색상, 형태를 약간 달리한 데 불과하고,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은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심결요지

일반적인 공간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건물 내부 공간의 디자
인 형태로 인식할 뿐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음
각의 원형도형들과 직사각형들로 결합한 건물 내부의 공간을 표현한 방
식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하
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공익상 적당하지 않는 상표에 해당
한다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
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판결요지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지정상품인 건물관리업 등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건물 외벽(가벽)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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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라본 입체적 형상으로서 3면의 벽과 바닥 및 천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통상적·기본적 형태에다가 3면의 벽에는 여러 개의 원이, 천장
에는 직사각형이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가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형 및 직사각형 등의 단순
한 배치만으로는 그 반복적인 사용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래사회에
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기본적 형태를 변형한 것이거
나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통일되고 균일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하는 패턴은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될 수 형태에 불과하고, 이례적이거
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형 및 직사각형
을 주된 패턴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
용하게 하는 것 또한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원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
는 건물들이 존재한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모습
들 중 일부를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입체적 형상을 특별히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
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상품에 한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
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모티브가 된 어반하이브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의 공간 형태
와 다른 독특한 조형미를 가짐은 해당 건물의 수상이력, 뉴스 기사 및 인공지능
을 통한 식별력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으며, 수요자가 제품이나 서비
스가 거래되는 공간 또한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현재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 상표가 공간적 디자인 형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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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
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표현한 입체적 형상을 건물 내부 공간으로 사용한 것
이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 주장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된 입체적 구성은 음각으로 된 여러 개의 원형들과
천장에 위치한 직사각형들을 결합하여 건물 내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
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가 직접 어반하이브 건물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과 원고
의 출원표장을 대비하여 살펴 본 결과 어반하이브 빌딩은 본체 빌딩과 음각 원형
들로 이루어진 외벽을 분리한 형태로 외벽인 음각 원형이 순전히 디자인적인 기
능을 하는 일종의 가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건
물은 원형창문 빌딩(circular window building, or round window buildin)과 유
사한 것으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빌딩과 홍콩의 자딘 하우스 빌딩, 레인보우
빌딩, 첼시 인터내셔널 호텔 등 국내․외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구성형태는 일반적인 건물 내부의 공간을 그 구성방법이나 모양
(원 또는 사각형 등), 색상, 형태를 약간 달리한 데 불과하고, 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
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
한다)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규정하고 있는 기능성의 원리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은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일반적인 공간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건물 내부 공간의 디자인 형태로 인식할
뿐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어떤 표장이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표장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
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으
로만 인식되지 않아야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존재하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후3800 판결 참고), 또한 표장 자체에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에 식별력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2가지 요건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지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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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인 건물임대업, 건물분양업 등에 사용했다고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서
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번지에 소재한 어반하이브 건물 각층의 내부 공간이미지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을 내부에서 보는 형태의 사진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광고 내용 역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번지에 소재한 어반하이브 건물에 국한
되어 있을 뿐이며, 또한 어반하이브 건물을 약 13년여 간 건물관리업, 부동산분양
업, 사무실임대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
장하는데 이 역시 위 건물에 국한됨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가
아닌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 그대로 일정하게 규격화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건물 분양업 등에 사용된 사

례가 위 건물 이외에는 거의 없는 등 이 사건 출원상표 ‘

’가 상

표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판단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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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
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
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
2951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
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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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外裝)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
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
고 2012후3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그 입체적 형상이 건

물 내부의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바닥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정면 및 좌, 우의 벽면
은 크고 작은 원이 음각되어 일정한 크기로 배열되어 있으며, 천장 부분은 직사각형
형태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입체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
된 입체적 구성은 음각으로 된 크고 작은 여러개의 원형들과 직사각형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러한 음각의 원형들과 직사각형들을 결합하여 건물
내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형태는 일반
적인 건물 내부의 공간을 그 구성방법이나 모양, 색상, 형태를 약간 달리한 데 불과하
고,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은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일반적인 공간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건물 내부 공간의 디자인 형태로 인식할 뿐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음각의 원형도형들과 직사각형들로 결합
한 건물 내부의 공간을 표현한 방식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공익상 적당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정한 간격의 선’과 ‘크고 작은 원도형’ 등이
주된 구성 요소로 결합된 창작도형이며, ‘건물’과 ‘공간’ 자체에 인공적인 가감이 이
루어진 창작물로서 자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
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일반적인 공간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보기
어렵고, 음각의 원형도형들과 직사각형들을 결합한 건물 내부의 공간 표현 방식은 누
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도 장소적인 의미를 직감하는 입체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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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
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
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
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정상품이나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당해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
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등의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 등의 장식 또는 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상품 등은 자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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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
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2. 1. 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
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8. 16.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
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6층, 연면적 11,756㎡, 건축면적 584.78㎡,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2008. 7. 28. 사용승인을 받았는
데, 그 외벽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직경 1.05m의 원형 구멍 3,371개가 일정한 간격
으로 뚫려있다.

[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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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건물 중 내부 전경사진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

라) 이 사건 건물은 2009년 제2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일부
언론을 통해 ‘도심의 표정을 바꾸는 건물’, ‘구멍송송 강남 랜드마크‘, 강남역 땡땡이
빌딩’ 등으로 소개된 바 있다.
마) 이 사건 심결 이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물 외벽에 원형
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는 건물들이 존재하였다.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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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
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견본 1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모습 중 정면 방향에
서 본 모습을, 견본 2는 좌측 모서리 방향을 본 모습을, 견본 3은 우측 모서리 방향을
본 모습을, 견본 4는 벽면의 모습을, 견본 5는 천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바
닥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정면 및 좌우의 벽면은 일정한 크기의 원이 음각되어 일정
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천장은 직사각형의 형태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로 나
열되어 있어, 그 주된 입체적 구성은 여러 개의 원형들과 직사각형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나) 한편, 갑 제15호증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모든
내부 구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견본과 같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견본
은 이 사건 건물의 다양한 내부 모습들 중 일부를 형상화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건물 외벽에 통상적으로 사각형의 창문이 사용되기는 하나 원형의 창문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국내외에서 건물 외벽에 원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는 건물들이 존재하
였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에 직사각
형 대신 원형의 창문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
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위와 같이 콘크리트 벽체에 원형의 구멍을 내는 것은 벽체의
무게를 줄여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지정상품인 건물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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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건물 외벽(가벽)을 내부에서 바
라본 입체적 형상으로서 3면의 벽과 바닥 및 천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통상적·기본
적 형태에다가 3면의 벽에는 여러 개의 원이, 천장에는 직사각형이 일정한 크기와 간
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가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형 및
직사각형 등의 단순한 배치만으로는 그 반복적인 사용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기본적 형태를 변형한 것이거나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나아가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통일되고 균일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패턴은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될 수
형태에 불과하고,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형 및 직사각형을 주된 패턴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
용하게 하는 것 또한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건물 내·외부 공간을 도안화한 상표에 대해서도 자타상품 식별력을
인정하여 국내외에서 등록을 허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청은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개별
적으로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
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호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의 독특성은 인공지능(딥러닝)에 기
초한 이미지 인식 기술에 의하더라도 정량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수아랩이 제공한 이
사건 건물과 임의의 11개의 빌딩의 외관을 비교한 시험결과에 이 사건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하여 비정형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시험
결과는 임의의 11개의 빌딩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건물의 내
부 전경을 도안화 한 것인데 비해, 위 시험결과는 이 사건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보았
을 때의 형상을 다른 건물의 외관과 단순히 비교한 것이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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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
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
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
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
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
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형상의 특징, 사용시기
와 기간, 판매수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이 이루어진 기간과 규모, 해당 형상과 유
사한 다른 상품 등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나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상이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
2288 판결 등 참조). 또한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한하므로 동일 상품류 구분 내의 다른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
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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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위 3. 가. 2)의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6. 8. 16.경 본점을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8. 7. 28.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출
원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
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원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는 건물들이 존재한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모습들 중 일부를 형상화한 것에 불과
하고, 원고가 그 입체적 형상을 특별히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
로 홍보 또는 광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한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지정상품 전
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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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허7252 거절결정(디) 2020. 9.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디자인출원

지정물품


골프퍼터 헤드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30-2018-21075호

2018원4660

관련번호

주요쟁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골프퍼터 헤드’의 그 입체적인 형상
과 사용 형태를 고려하면, 공통점 ①, ②는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
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심결요지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하나, 호젤 위치의 차이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형에 불
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
인 심미감은 거의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판결요지
(특허법원)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인
바, 설령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구조적 명칭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능을 위하여 창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조적 명칭 내지 기능은 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할 때 판단요
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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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각 디자인의 설명
에 “토우쪽에 무게 및 소울의 크기를 넓게 하고 힐쪽에는 소울이 작
아지게 한 구성의 새로운 고안(신고안)의 퍼터이고, 퍼팅시 토우가 심
하게 플로우 되고(toe flow라 함), 또한 토우가 들린 채 임팩트나 팔
로우 슬루하여 잘못된 퍼팅을 하기 쉬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퍼터 헤
드이며, 종래의 블레이드 형 퍼터와 다르고, 근래의 마렛 퍼터와도 다
른 독특한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 디자인 간에 구조상, 기능
상의 차이도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주장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기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 디자인보
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하
거나 제3자에 의한 선등록에 의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차단될 뿐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유사의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창작하여 출원한 선행디자인은 출원공개
에 의하여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다시 출
원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이 적
용되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지디자인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L자형 퍼터와 T자형 퍼터는 엄연히 구별하여 통용되고
있는 구조적 명칭으로서 무게 밸런스나 스윙궤도의 변경 등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바, 선행디자인은 L자형 퍼터이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T자형 퍼터로서
물건용도에 따른 전체적인 구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아
니하다.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주장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신규
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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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검토하여, 공지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그 결과 심결을 지지하였음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인 2018. 5. 6.보다 앞선 2018. 5.
4. 출원공개된 이상,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
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①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
원된 디자인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의 선출원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디자인의 일부
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
로서(이른바 ‘확대된 선출원’이라 한다) 양 규정은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른
점, ② 비록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
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대된
선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 따
라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후출원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전체 형상에서 사다리꼴 형상의 소울
과 클럽페이스가 직각으로 결합된 점, ② 원통형의 호젤이 소울의 좁은 변 쪽에 경사
지게 결합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배면도에서 보이는 호젤의 위치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소울의 좌측의 중간 부분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은 소울의 좌측 단
부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골프퍼터 헤드’의 그 입체적인 형상과 사용
형태를 고려하면, 공통점 ①, ②는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
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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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젤 위치의 차이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
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거의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선행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고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공보에 의한 공지여부와 관련하여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디자인공보에 동일·유사의 다른 디자인
이 게재되어 있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디자
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본문은 선출원된 디자인에 관한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선출원된 디자인에 관한 출원서가 출원공개
(제52조), 등록공고(제90조 제3항) 등에 의해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면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의 선출원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
출원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이른바 ‘확대된 선출원’
이라 한다) 양 규정은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른 점, ② 비록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
3항 단서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대된 선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자인보
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후
출원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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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① 내지 ⑤와 같은 형상
은 위 대상 물품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도
록 한다.
반면 차이점은 호젤과 클럽페이스가 결합되는 위치를 변경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
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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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허8507 거절결정(상) 2020.9.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3D 디스플레이 패널, OLED,
OLED네온사인, OLED패널, 등
출원상표

심판번호

제40-2017-119550호

2018원2464

관련번호

주요쟁점


Perfect Black의 식별력 인정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Perfect Black’은 그 지정상품인 ‘OLED
패널, 디스플레이장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들이 ‘완벽한 검은색을 구현하는 제품’ 또는 ‘완벽한 검은색을
재현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정도로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심결요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된 제품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
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

판결요지

’은 그 지정상품인

‘OLED, OLED 패널’ 등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완벽한(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함
으로써 높은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과 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암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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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완벽한(완전한) 검은색’ 내지
‘높은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인식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
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년경으로서 이 사건 심결일까지 상표사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
년 정도에 그치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장사용행위 중 위 나-2)의
마)항 및 바)항과 같은 부분은 원고 OLED 제품의 품질, 효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記述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상
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은 원고 주장의 표장사
용행위 중에서도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횟수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횟수․기간․비용 및 그 도달범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며, 원고의 제품 중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사용된 분량이 얼마인지도 그 주장이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

◈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Perfect Black’은 출원인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출원인
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개발된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로서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이며, 결합된 전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장도 아니며 일반수요자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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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계에서 일반화되고 정형화되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그 어
떠한 이유나 증거가 없는 단어로서, 공익상 그 등록을 불허해야 할 하등의 이유
가 없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 “Perfect Black"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2015년부터 원고
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로서 2019.11.1 심결일 당시 에는 원고의 제품
으로 인식할 정도의 식별력을 획득하였고, 수요자들은 원고의기술 및 패널 등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
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Perfect Black’을 살펴보면, ‘OLED,
OLED 패널, 디스플레이패널, 텔레비전장치’ 등의 지정상품은 디스플레이 장치,
즉 화상표시기기로서, LCD(액정디스플레이)에서는 뒤에서 백라이트가 빛을 비추
고 있는 가운데 여러 색상을 조합해 블랙을 구현하는 구조이므로 백라이트의 빛
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까지는 구현해낼 수 없으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
가 필요 없고 뛰어난 명암비를 특징으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고 거래업
계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OLED, OLED 패널,
디스플레이패널, 텔레비전장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완벽한 검은색을 구현하는 OLED 제품’ 또는 ‘완벽한 검은색을 재현하는 기
술을 적용한 OLED 제품’ 정도로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Perfect Black’은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장치 거래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용어로서 기술적 명칭 등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서 기
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하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ⅰ)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2017.
9.20.)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CES 전시회 자료는 ‘LG OLED
TV’가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뿐 ‘PERFECT BLACK’ 이나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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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는 원고의 TV 제품의 기술적 수준, 품질 및 기능을 설명하는 기술적,
설명적인 표현으로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이며, 해당 상품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판매한

기간이

이

출원상표의

판단시점인

심결시

(2019.11.1)를 기준으로 하여, 약 3∼4년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
려지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광고나 기사내용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은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표로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판매, 홍보 등
실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

’

만이 아니라 대부분 ‘LG OLED TV’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
용된 상표 그 자체가 아닌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
로(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후
339 판결 참조), TV를 실제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계에서는 ‘LG OLED
TV Perfect Black’ 또는 ‘LG OLED TV 퍼펙트 블랙’을 보았을 때 위에서 살
펴본 것처럼 기술적, 설명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Perfect Black(퍼펙트 블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퍼펙트 블랙을 구현한
엘지 올레드 티비(LG OLED TV)’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
표 ‘

’ 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의

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
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1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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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
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
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
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
2후29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완벽한 [완전한/온전한]’ 등의

의미의 ‘Perfect’와 ‘검은, 어두운, 캄캄한’ 등의 의미의 ‘Black’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완벽한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고, 두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OLED, OLED 패널, 디스플레이장치, 디스플레
이패널, 컴퓨터모니터, 텔레비전장치, 디스플레이패널’ 등은 화상표시기기로서, LCD
(액정디스플레이)에서는 뒤에서 백라이트가 빛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여러 색상을 조
합해 블랙을 구현하는 구조이므로 백라이트의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까지는 구현해낼 수 없으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픽셀 하나하나
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뛰어난 명암비3)를 특징으로 완벽
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고 거래업계에 알려져 있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OLED, OLED 패널, 디스플레이장치, 디스플레이패널, 컴퓨터모니터,
텔레비전장치, 디스플레이패널’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완벽
한 검은색을 구현하는 제품’ 또는 ‘완벽한 검은색을 재현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정
도로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contrast ratio, contrast range]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장 밝은 화면과 가장 어두운 화면
의 비율. 디스플레이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양 중 하나이며, 명암비가 높을수록 색상을 보다 쉽고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 시청 시 느끼게 되는 전체적인 화질에 영향을 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4) 2015. 11. 2. LG디스플레이 기업블로그 http://blog.lgdisplay.com/2015/11/perfect-black/, 2016. 2.
22. LG디스플레이 기업블로그 http://blog.lgdisplay.com/2016/02/contrast-ratio/, 2017. 10. 30. 블
로그 https://benq4ever.blog.me/221128661564 등 참조 (2019. 10.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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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와 같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현으
로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된 제품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
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바
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33
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상표등록요건 위배사유가 없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Perfect’는
주로 행동ㆍ조건 등에 사용되는 단어일 뿐 색채를 형용하는 단어로는 좀처럼 사용되
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
품의 성질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직감하게
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Perfect Black’은 원고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출원인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개발된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결합한 전체
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상품표지로 인식가능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 볼 이유도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2015년경 원고가 최초로 OLED, OLED 패널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표시로 잘 알려진 것이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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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었다.
3)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
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
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
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
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
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
고 2007후3042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등 참조).
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
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
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
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
용되는 소자는 ‘LCD’5) 방식의
것과 ‘OLED’6) 방식의 것으로
크게 나뉜다.

을 제13호증 중 발췌

5) 액정표시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 인가전압에 따른 액정 투과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각종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정보를 시각정보로 변화시켜 전달하는 전기소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장치
이다.
6)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활용해 만든 디스플레이 장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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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CD 방식에서는 액정 패널에 빛을 공급하는 후방 조명 즉 ‘백라이트(Back
Light)’가 필요하지만, OLED 방식에서는 그 발광 소자가 액정과 달리 자체적으로 빛
을 발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다. OLED 방식에서는 소자
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멈춤으로써 검은색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LCD 방식에
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명암비7)(contrast ratio)를 구현할 수 있다[이와 같
은 점들이 이 사건 심결 당시 OLED, OLED 패널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8)].
다) 원고는 OLED, OLED 패널, OLED TV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ㆍ전자부품을 생
산ㆍ판매하는 회사이다(이하 원고가 생산하는 OLED 관련 제품을 ’원고 OLED 제품
‘의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TV용 대형 OLED 디스
플레이 패널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고 있었고, 원고 OLED TV 제품은 세
계 OLED TV 시장에서 7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라) ‘명암비’는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력과 화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
나로, 완전한 검은색과 완전한 하얀색 사이의 단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며,
대개 비율의 형태로 표시된다. 사람이 시각을 통해 인지 가능한 휘도의 최소 한계
는 10⁻⁶cd/㎡ 가량인데, 원고 OLED 패널 제품은 2017년 0.0000342cd/㎡, 2018년
0.00000563cd/㎡의 OLED Black 휘도를 달성하였음을 국제인증기관 ’Intertek‘으로
부터 인증 받았다. 미국 VESA(비디오 전자공학 표준위원회)는 이 사건 심결 이전
인 2019. 1. 4.경 검은색 단계에 관한 신규 디스플레이 표준으로 “DisplayHDR
True Black”을 발표하였다.9)
마) 원고는 2015. 1. 6.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가전 전시회 ”CES
2015“ 행사에서 84형 LCD 디스플레이
20대로 광고판(signage)을 구성하여 원
고

OLED

TV

제품을

홍보하면서

“Perfect Black”, “Perfect Color”, “Only
on LG OLED TV”라는 등의 문구를 표
시하였고, 2015. 1. 14. 인터넷 동영상정
갑 제26호증 중 발췌

보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7) 명암비(contrast ratio):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8) 제1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9) HDR(High Dynamic Range):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
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Dynamic Range)를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 36 -

”CES 2015 LG Perfect Black, Perfect
Color Only in LG OLED TV“라는 표
제의 동영상을 오른쪽 사진과 같이 송
출하였는데,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Perfect Black‘과 ’Perfect Color‘는 같은
크기와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2016. 7. 20. 무렵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페이스북

갑 제29호증의 1 중 발췌

(Facebook)’의 원고 회사 계정에 아래와
같은 포스터를 게시하고, 그 설명으로 “The beautiful aurora is hardly visible during
the white nights of Icelandic summer. But tomorrow it will be brought to life in

갑 제30호증 1면 중 발췌

its true colors thanks to the Perfect Black of LG OLED TVs.”(아름다운 오로라는 아
이슬란드의 백야현상으로 인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그것은 LG
OLED TV의 퍼펙트 블랙 덕분에 참다운 색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덧
붙였다.
사) 이 사건 심결일 무렵까지 ’Perfect Black‘, ‘퍼펙트 블랙’, '완전한 블랙‘, ‘진정한
블랙‘ 등의 표현은 각종 매체나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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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15. 3. 25.
아시아경제
(갑 제31호증)

[LG, '철옹성‘ 日 TV시장 뚫을까… “'퍼펙트블랙’으로 쐐기”]
“올레드(OLEDㆍ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퍼펙트 블랙’으로
일본의 프리미엄 시장에 쐐기를 박겠다.”
[디스플레이 상식 사전 “명암비 Contrast Ratio"]
기본적으로 모든 이미지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뉘죠?
명암비가 높은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강조시
키고, 윤곽선을 뚜렷하게 보여준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반사광이나 시청 특성, 영상 소스의 품질이나
여러 부분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
이긴 합니다. 그러나 높은 명암비는 해상도의 증가 이상으로 선명
도나 화면의 스펙을 가르는 중요한 특성이지요.
‘여기서 잠깐! 명암비가 높으면 어떤 것이 좋은 걸까요?’
명암비가 높다는 것은,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두움과
밝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다 실
제로 경험한 것 같은 장면이 디스플레이로 구현된다는 의미죠.

원고 네이버
블로그
(을 제4호증)

‘LCD와 OLED의 구조로 보는 명암비’
그렇다면 현재 대세 디스플레이 LCD,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 유
망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OLED의 명암비 차이를 살펴볼까요? 먼
저 LCD 구조부터 보시죠.
LCD에서는 백라이트에서부터 빛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액정은 중간에서 빛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액
정이라고 해도 백라이트의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떄문에
‘완벽한 블랙’까지는 구현해낼 수 없어요.
물론 로컬 디밍, 광배양 등 기술의 진보와 함께 LCD의 명암비는
점차 개선되어 초기보다 어두운 블랙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완벽한 블랙’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답니다.
그러한 갈증을 해결해준 존재가 있으니, 바로 OLED! 백라이트 없
이 스스로 발광하는 소자를 사용하는 OLED는 하나하나의 픽셀에
대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똑똑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덕분에 픽셀
간 왜곡 없이, 완벽한 블랙을 만들 수 있어요.
OLED의 명암비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어두운 방 한쪽에 켜진 밝
은 촛불, 그리고 그 앞의 어두컴컴한 사람의 표정, 깜깜한 밤하늘
의 폭죽 등 미세한 블랙 표현과 밝은 빛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
어요.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HDR을 표현하는 데에도 더욱 유
리하다고 평가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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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화면을 얼마나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을 얼마나 더 밝게 표
현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감성을 느낍니다. 휴대폰 사진
을 보정할 때 콘트라스트에 약간만 변화를 줘도 훨씬 멋있는 사진
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디스플레이를 고를 때 명암비를 꼭 체
크해야 하는 이유, 이제 잘 아시겠죠?

2020. 4. 16.자
파이낸셜뉴스
(을 제6호증)

[中 화웨이, OLED TV 출시… ‘한ㆍ중ㆍ일 OLED 대전’ 개막]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오는 26일 65형 OLED TV
인 ‘X65’를 공식 출시한다. 화웨이는 지난 8일 열린 출시 발표회
를 통해 OLED 패널 ‘퍼펙트 블랙’과 자연스러운 색상표현,
1.2mm의 얇은 베젤(테두리) 등을 강조했다. 출시 가격은 420만원
으로, LG전자의 올해 65형대 OLED TV 신제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3. 25.자
데일리뉴스
(을 제7호증)

[中 LCD 추격에 삼성ㆍLGㆍ소니, 프리미엄 시장 집중]
LG 슈퍼 울트라HD TV는 약 1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크
기의 미세분자들이 색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컬러와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화면 뒤쪽 전체
에 LED를 촘촘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LED 광원을 정교하게 제어
해 명암비도 높였다. 화면 테두리를 줄인 몰입감 높은 디자인도
강점이다. …
삼성은 올해 QLED TV를 6개 시리즈 27개 모델로 출시한다. 지난
해 7개 시리즈 24개 모델에서 곡면 QLED TV 시리즈를 제외했다.
27개 모델중 21개 모델에 로컬디밍(Local Dimming)을 적용해
OLED TV 대비 열세인 LED TV의 블랙레벨을 개선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OLED는 퍼펙트 블랙을 구현하지만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는 퍼펙트 블랙이 불가능해 어느 정도 블랙 레벨을
높이기 위해 로컬디밍 기술을 적용한다.

원고 네이버
블로그
(을 제8호증)

[OLED가 보여주는 완벽한 블랙 – LG 올레드 TV]
완벽한 블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이 아닙니다. 완벽한 블
랙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깊이의 무결
점 블랙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색상의 깊이감을 볼 수 있게 하
는 것입니다. …
‘완벽한 블랙을 구현하는 올레드(OLED)’
올레드가 완벽한 블랙을 가장 잘 구현하는 이유! 올레드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자체 발광 구조로 하나 하나의 픽셀
단위로 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LCD는 뒤에서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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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고 있는 가운데 여러 색상을 조합해 블랙을 구현하지만, 올레
드는 빛을 아예 꺼버리기 떄문에 훨씬 진한 블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OLED는 완벽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OLED는 TV와 그 외 어
플리케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정한 블랙을 구현하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점에서 OLED는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2017. 11. 19.
전자신문
(을 제11호증)

[‘리얼블랙 TV전쟁’…삼성 명암비극대화 ‘디밍기술’ vs. LG 빛 원
천차단 ‘OLED 패널’]
LG전자는 OLED TV의 패널 특성 가운데 하나인 ‘무한 명암비’를
자신한다. 검정색을 가장 검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는
것이다. OLED TV가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과 픽셀
단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OLED TV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방식을 택해 검
은 색을 표현하는 부분은 완전히 빛을 꺼버리기 때문에 디밍기술
없이도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쉬운 영어단어들인 ’Perfect‘와
‘Black'이 띄어쓰기를 사이에 두고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Perfect‘는 ‘(결함ㆍ흠 등이
없이) 완벽한’,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해당 유형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완벽한’ 등의 뜻이 있고, ‘Black'은 ’검은‘, ‘어두운, 캄캄한‘, ‘흑인의‘ 등의 뜻이 있다.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 ’Perfect
Black‘을 임의의 조어로 인식하기보다는 ‘완전히 어두운’, ‘완전한 검은색’과 같은 뜻으
로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원고의 지적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전
체로서 관찰한 결과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OLED, OLED 네온사인, OLED 패널, 디스플레
이장치, 디스플레이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폰, 컴퓨터모니터’ 등은 전자기기의
화상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가 부품으로 사용된 전자기기에 해
당한다. 명암비는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이 얼마나 선명한지에 관한 품질 기준이고, O
LED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그와 경쟁관계인 LCD 방식보다 기술특성상 검은색을 명
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심결 당시 OLED, OLED 패널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LED 패널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는 원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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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인 장점을 강조하며 원고 O
LED 제품을 홍보하였다.
다)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완전한 블랙’, ‘완벽한
블랙’, ‘진정한 블랙’, ‘리얼블랙’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념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
여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제품 광고에서 “Perfect Bl
ack Perfect Color Only in LG OLED TV”, “But tomorrow it will be brought to life
in its true colors thanks to the Perfect Black of LG OLED TVs“와 같이 ‘Perfect Bla
ck’을 원고 OLED 제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문구로 표기한 바 있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그 지정상품인

‘OLED, OLED 패널’ 등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완벽한(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디
스플레이 제품’과 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암시
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나아가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완
벽한(완전한) 검은색’ 내지 ‘높은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인식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영단어 ‘Perfect’는 주로 행동ㆍ조건 등에 사용되는 단어일 뿐 색채를
형용하는 단어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Perfect Black‘은 원고가 2015년경부터 최
초로 사용한 조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암시하거나 강조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퍼펙트 블랙(Perfect Black)’이라는 명칭은 원고가 최초
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3년가량 앞선 2012년경 자동차 생산업체
인 ’쉐보레‘에 의해 차량의 모델명으로 채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는 ’Perfec
t‘라는 단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 즉 일반적으로 ’Perfect‘라는 단어가 ’Black‘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도 어긋나는 사정이다)에 비추
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구성의 상표가 미국에서 원고에 의해 출
원되었는데 미국 특허청은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식별력 부족의 거절이유를 지적하였지
만 그 후 해당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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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식별력은 부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가 2017. 10. 25. 미국 특
허청(USPTO)에 ‘

’으로 구성된 상표(출원번호 제87/659,571호)를 지정

상품 ‘OLE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관하여 출원하였다. ② 미국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원고에게 송부한 2018. 2. 7.자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에는 위 출원상
표가 미국 상표법 section 2(e)(1)의 기술적(merely descriptive) 표장에 해당한다는 취
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③ 그 후 미국 특허청 상표심사관의 2018. 9. 5.자 의견제출통
지서에서는 위 거절이유는 철회되었지만 위 출원상표 중 ”Black“이라는 구성부분에
대한 권리불요구서(disclaimer)10)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권리불요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제출통지가 이루
어진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구성의 ”Perfect Black“이라는
표장 자체가 미국 특허청 상표심사단계에서 식별력 부족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
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
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ㆍ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광고ㆍ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

10) 미국 상표법제의 권리불요구제도는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
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상표등
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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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OLED, OLED 패
널 등에 관하여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
품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나머지 지정
상품이 위 OLED, OLED 패널 등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
다(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학거울,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안경, 태양전지’
등은 위 OLED, OLED 패널 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의 사
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2) 위와 같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TV용 대형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세계에서 유일하
게 독점 생산해 왔고, 원고 OLED TV 제품은 세계 OLED TV 시장에서 7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15년 이래로 세계 가전 전시회와 인터넷
동영상정보 사이트 등을 통하여 ‘Perfect Black’, ‘퍼펙트 블랙’이라는 표장을 이용하며
원고 OLED TV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OLED TV 제품군
에 관한 원고의 경쟁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리얼블랙’이라는 상품명으로 QLED
TV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더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① 원
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경
으로서 이 사건 심결일까지 상표사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년 정도에 그친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표장사용행위 중 위 나-2)의 마)항 및 바)항과 같은 부분은 원고
OLED 제품의 품질, 효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記述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
로 보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은 원고 주장의 표장사용행위 중에서도 일부분
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횟수나 계속성, 광고ㆍ선전의 방법ㆍ
횟수ㆍ기간ㆍ비용 및 그 도달범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며, 원고의 제품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분량이 얼마인지도 그 주장이 불분명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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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
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함
으로써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며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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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허8743 거절결정(상) 2020. 7. 2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제05류의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영양보충
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영아용 분유, 영아용 식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분말,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요구르트, 우유를 주
지정상품

성분으로한 우유음료, 유아용 우유.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아이스크림, 냉동 요구르트, 얼음, 냉동 디저트 무스(과
자), 냉동 디저트용 푸딩, 냉동 요구르트파이, 냉동 요구르트케이
크, 냉동과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0-2017-58805호

2018원2919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중‘MILK’부분은 그 지정상품인‘우유’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a2' 부분은 외국
문자 1자와 숫자 1자가 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눈에
띄게 도안화된 바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 또
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인 우유, 분유 등의
이 사건 출원상표
유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2 단백질이 포
함된 우유’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
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A2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 또는 이와
관련된 유제품 등을 광고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
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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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창작한 조어 상표로서 알파벳의 소문자 ‘a’와 숫자
‘2’가 점층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된 ‘

’가 결합되어 원고의

유제품(배앓이 유발 성분을 최소화하여 민감한 장에도 부드럽게 소화 흡수되는
특성을 지닌 제품)에 사용됨으로써 양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고 있고, A2 베타
카제인(A2 beta-casein) 단백질을 함유하는 우유의 성분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유 등에 있어서 성분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또는 그 약칭으로 원고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의 요청에 반하므로 상
표법 제33조 제1항 제7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의 정식 명칭이 ‘A2 beta-casein’이라고 하
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결일 무렵에 이르러 ‘A2 MILK’, ‘A2 milk’,
‘A2 밀크’, ‘A2 우유’ 등이 ‘A2 beta-casein’ 단백질이 함유된 우유로
지칭되거나 그와 같은 상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문구 등으로 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A2’와 ‘a2’ 모두 ‘에이투’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고,
‘A2 beta-casein’ 혹은 ‘A2’ 중 알파벳 대문자 A 부분을 알파벳 소문자 a
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 외관, 호칭, 관념상 두드러진 차이를 만든다고 보기 어려
운 점(이와 같은 차이는 표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지 않
는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가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
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부분은 소문자 ‘a’

와 숫자 ‘2’가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 점(소문자
‘a’가 숫자 ‘2’보다 작게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2’가 ‘a’에 비하여 일반적인 표기방식과 달리 현저히 크게 표현되어 있다
고 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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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 소문자 ‘a'와 숫자 ’2‘가 결합된 ’a2’ 부분과 영문
’MILK‘ 부분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이다. 이 중 ‘MILK’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우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없고, ’a2' 부분은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가 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의하면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가 조합된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대표
적인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상표심사기준 40604쪽 참조).
으로서 눈에 띄게 도안화된 바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
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유’와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
는 표장만으로 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의 상호인 ‘THE A2 MILK COMPANY
LIMITED(디 에이2 밀크 컴퍼니 리미티드)’에서 나온 것으로 흔한 표장이 아닌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우유’에 등록되는 경우 한정된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의 단순 조합에 대하여 특
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을 금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공익에 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한편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
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
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 ’a2 MILK‘ 부분이 그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는 그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
도, 지정상품 중 ‘우유분말, 우유,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유아용 우유’ 등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될 수밖에 없다(특허법원 2018. 4. 12. 선고 2017허6248 판결 참조).

□ 특허법원의 판단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2) 인정사실
갑 제7, 11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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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을 구성하는 베타 카제인은 카제인을 구성하고 있
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A1 형태와 A2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A2 형태의
베타 카제인이 ‘A2 단백질’이라고 호칭되고 있다.
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일(2019. 10. 16.) 이전부터
이 사건 심결일 무렵까지 A2 베타 카제인이 포함된 우유가 ‘A2 milk', ’A2 우유
‘, ’A2 밀크‘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축산신문
(2019. 1.
17.,
을
제1호증)

학술지 m
edline 게
재
논문(201
2, 을 제2
호증)
학술지 F
ood Che
mistry 게
재 논문(2
020, 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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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lin
e.com 홈
페 이 지
게재글(20
19. 3. 1
4., 을 제
4호증)

medical n
ews today
홈페이지
게재글(20
17. 1. 2
5., 을 제5
호증)

파이낸셜
뉴스(2009.
6. 12., 을
제6호증)

네이버 지
식인 게시
글(2009. 3.
19.을 제10
호증)

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일(2019. 10. 16.) 이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원고 이외의 업체가 제조한 A2 베타 카제인이 포함된 우유가 제품
포장에 ‘A2 milk’, ‘A2 MILK’, ‘A2 밀크’, ‘A2’ 등으로 지칭되어 표시되
고, A2 베타 카제인을 함유하는 우유라고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었다{원고는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게시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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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YAMRUT사의 ‘A2 MILK’제품)은 2019. 4. 8. 출시 제품으로 표시되어 있
고, 을 제11 내지 13호증은 이 사건 심결일(2019. 10. 16.)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출력된 것으로서 을 제11 내지 14호증 기재 제품들은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던 제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원고의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주식회사 유한건강생활)는
‘a2’ 표장이 부착된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A2 단백질을
함유한 a2 밀크만을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유제품 브랜드’(갑 제7호증의 2), ‘자
연적으로 A2 단백질을 함유하는 우유’(갑 제11호증의 3)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
보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2, 7면

갑 제11호증의 3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우유, 분유 등의 유
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2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A2 단
백질이 포함된 우유’ 또는 이와 관련된 유제품 등을 광고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
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 a와 숫자 2가

결합된 ‘a2'와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영어단어 ’MILK'로 구성된 문자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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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위 각 문자 표장은 모두 별다른 도안화 없이 평범한 서체로 표시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2 milk’, ‘A2 우유’는 그 지정상품인 분유, 우
유 등의 유제품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A2
형태의 베타 카제인 ‘A2 단백질’이 함유된 우유로 인식되고 있고, 이 사건 심결일
인 2019. 10. 16. 무렵 ‘A2 milk’, ‘A2 MILK’, 'A2 밀크‘, ’A2' 등의 명칭
을 사용하는 우유, 분유 등의 유제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판매되고 있다.
다) 원고 측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A2 단백질을 함유하는 유
제품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유제품의 품
질을 표시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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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허8804 거절결정(상) 2020. 5. 1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제43류의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감자탕전문점업 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관련번호

2018원5249

제40-2018-28673호

주요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표장들과의 유사 여부

”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

‘가마솥’ 형상의 도형 우측에 한글 ‘청춘뼈다귀감자탕’과 한자
‘靑春’이

“
심결요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은 한글 ‘청춘 감자탕’과 그 위에

‘아낌없이 퍼 준다. 제1탄’이 주걱 형상의 도형 내부에 표기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이다. 선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그 상단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도형 및 그 내부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제공방법,
용도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
전체로 ‘청춘감자탕’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청춘감자탕’으로 모
두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의 면에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청춘감자탕’
또는 ‘청춘뼈다귀감자탕’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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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
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뼈다귀감자탕’과 ‘감자탕’은 모두 ‘돼지 뼈에 감자, 들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끓인 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의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사회에도 위와 같은 의
미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
비스표는 모두 ‘청춘뼈다귀감자탕’ 또는 ‘청춘감자탕’으로
호칭될 수 있고, ‘청춘’이라는 상호를 가지는 (뼈다귀)감자탕
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 원고 주장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감자탕’ 또는 ‘뼈다귀감
자탕’은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등을 넣고 진하고 맵게 끓인 탕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고, 서비스업류 구분 43
류 중 한식점업 등에 대하여 이미 ‘청춘’ 부분이 포함된 서비스표가 20여개 등
록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
비스표의 요부를 문자 부분인 ‘청춘뼈다귀감자탕’ 또는 ‘청춘 감자탕’이 아
닌 각 서비스표의 도형 또는 도형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 부분인 ‘
‘

’과,

’으로 보아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주장
‘가마솥 형상’의 도형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지정상품의
제공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인 식별력이 부족한
부수적,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그 상단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도형 및 그 내부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제공방법, 용도 등)
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 전체로 ‘청춘감자탕’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고 호칭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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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
비스업 또한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등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이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결합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관
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가마솥 형상’의 도형 부분과 ‘청춘 뼈다귀 감자탕’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가마솥 형상’의 도형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지정상품의 제공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인 식별력이 부족한 부수적,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문자 부분 중 ‘뼈다귀 감자탕’ 부분은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춘’ 부분 역시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출원일 이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결합표장으로 다수 공존하고 있는
점(증 제1호증 및 제3호증)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 등에게 표장에 관한 강
한 인상을 주는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 전체
로 한글 표기에 따라 ‘청춘뼈다귀감자탕’으로 관념되고 호칭되거나 거래계에서 ‘감
자탕’과 ‘뼈다귀 감자탕’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전통향토
음식용어사전에 ‘감자탕’의 이칭(異稱)이 ‘뼈다귀 감자탕’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춘감자탕’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 특허법원의 판단
‘

’ 부분은 형상이 독특하지도 않고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제

공수단인 조리도구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형상에 해당하고, ‘

’

역시 거래사회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 또는 구호 정도로 인식될 뿐이
므로 위 각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청춘’ 부분과 ‘감자탕’ 또는 ‘뼈다귀감자탕’ 부분이 각각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분이 결합된 ‘청춘감자탕’ 또는 ‘청춘뼈다귀감자탕’까지
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춘감자탕’ 또는‘청춘뼈다귀감자탕’이 지정상
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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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허1649 거절결정(상) 2020. 5. 1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제41류의 애니메이션학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게임센터제공업, 게임정보제공업 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0-2018-4696호

2018원45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표장들과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친구들’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friends’의 한글표시로 직감되는 ‘프렌즈’
와 역시 게임의 복수형인‘games’의 한글표시로 직감되는‘게임
즈’가 단순히 결합한 표장으로,‘게임즈’가 지정상품인‘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비디오게임방서비스업 등’ 게임관련업과 관련하여
심결요지

볼 때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프렌즈’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
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
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판단하여 양 상표는 요부의 관념과 호칭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판단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동일·유사하
게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들인 ‘프렌즈’와 ‘게임즈’는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다른 상표와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판결요지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표를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
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표장 구성 자체가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2개의 쉬운 영어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
당 표장 전체를 인식하고 기억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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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프렌즈’와 ‘게임즈’의 두 부분으로 분
리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출원표장은 전체로 관찰되
어 표장 구성의 전체 외관 그 자체, 해당 6음절의 전체 칭호 및 위
표장 전체에 대응하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 할 것
인 반면, 이사건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
서의 ‘friends'의 외관, 그 한글음역(프렌즈)에 해당하는 3음절의
칭호 및 ’친구들‘이라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인식될 것인
바, 양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한 각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 원고 주장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friends’ 및 ‘프렌즈’는
이를 포함하는 상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다수 등록되어 식별력이 약해진 단어
로서 상표의 유사판단시 독자적인 요부가 될 수 없고 전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구성의 상표를 제9류 [G390102],
[G390701], [G390702], [G390803] 등에 속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하
여 선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등록상표와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등록
되었고 대비대상이 되는 표장이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의 신뢰
성, 안정성 측면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
함하는 상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다수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선등록상
표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은 ‘지식프렌즈’, ‘클럽프렌즈, Club FRIENDS’,
‘HEALTH FRIENDS’, ‘프렌즈시티’, ‘프렌즈빌리지’ 등의 사례들과 같이
‘프렌즈’ 또는 ‘friends’외에도 식별력이 있거나 전체로서 관찰할 여지가 충
분히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구성된 표장들이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의 ‘게임즈’는 게임관련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조차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이고, 선등록상표를 게임부문에 사용할 경우 ‘프
렌즈게임즈’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구분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해당 심사관이 상품류 및 유사군별 세심하게 개별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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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비록 유사군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
고의 출원상표를 전체 관찰하여 양자를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한 것이다.

◈ 검토 의견
출원상표의 동일자 동일상표가 유사 지정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결정된
점, 과거 “friend‘s”라는 유사상표가 식별력 없음으로 거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은 심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유사 판단에 대한 견해를 달리함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친구들’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표시로 직감되는 ‘프렌즈’와 역시 게임의 복수형인 ‘games’의 한글표
시로 직감되는 ‘게임즈’가 단순히 결합한 표장으로, ‘게임즈’가 지정상품인 ‘온라인 게
임 서비스업, 비디오게임방서비스업 등’게임관련업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보
통명칭이거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프렌즈’
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판단하여
양 상표는 요부의 관념과 호칭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판단로 이 사건 출
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동일·유사하게 호칭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표장에 관한 각종 사용사실 증거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거래실정
을 중요하게 감안하였고, ‘프렌즈’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출원․
등록되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양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
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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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허2123 거절결정(상) 2020. 8. 1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자동차용 히터필터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자동차용 항균필터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40-2018-84421호

2019원1643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
-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상품과 유사한지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대비해보면, ① 외관
면에서

이

사건

‘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1

’와 ‘그린’의 유무,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

으로 인하여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② 호칭 및 관
념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는 모두 ‘루프
트’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조

심결요지
어로서 특정 관념이 없으며,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

’

는 조어로 인식되거나 영단어 ‘looped’ 또는 ‘roofed’의 한글음
역 정도로 관념되는 표장인바, 양 상표는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고, 관
념은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와 그 호칭이
동일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1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

□ 선등록상표 1 ‘

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아래 (2), (3)항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
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판결요지

□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
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
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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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 선등록상표 1을 구성하는 ‘그린’ 부분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린’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강하지 않은
단어가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린’ 부분을 유사판단의 대
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속적인 판매 및 광고 활동으
로 인하여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 표시로서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상표이다.
따라서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선등록상표 1과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
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
는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LUFTT’는 선등록상표 1의 각 주요부인 ‘루프트’ 및
‘LUFT’와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함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호칭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의 호칭사례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음
〇 선등록상표의 요부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이에 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〇 선등록상표의 요부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문자 ‘LUFT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호

칭 및 표장 구성상 전체가 요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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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1 ‘

’는 ‘녹색(의), 환경 보호의(친화적인)’ 등의 의

미인 영단어 ‘green’을 한글음역으로 표기한 ‘그린’과, 사전상 관념이 없는 조어로 인
식되거나 ‘동그라미가 된, 고리가 달린; 취한(drunk); 열중하는’ 등의 의미인 영단어
‘looped’, 또는 ‘지붕이 있는, …으로 지붕을 한’ 등의 의미인 영단어 ‘roofed’를 한글
음역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루프트’가 띄어쓰기 없이 횡방향으로 결합된 표장으
로서, 앞쪽의 ‘그린’은 일반적으로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그린 카(green car)’,
‘그린 빌딩’(Green Building) 등과 같이 ‘환경 친화, 환경 보호, 청정’ 등의 의미로 다
수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공기청정기, 공
기정화기,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등과 관련하여 보면 ‘공기가 청정(깨끗)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질(품질, 효능 등) 표시적 의미로 직감되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
운 부분인 반면, 뒤쪽의 ‘루프트’는 조어로 인식되거나 영단어 ‘looped’ 또는 ‘roofed’
의 한글음역 정도로 관념되어 독자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린’과 ‘루프트’의 결합에 의하여 표장 전체로서 각 단어가 가진 관념 이외의 새로
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1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
강한 ‘루프트’가 주요부로 인식될 것이다.
위에서 살핀 점을 기초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대비해보면,
① 외관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1 ‘

’

와 ‘그린’의 유무,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② 호칭 및 관념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는 모
두 ‘루프트’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 ‘
관념이 없으며,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 ‘

’는 조어로서 특정

’는 조어로 인식되거나 영단어

‘looped’ 또는 ‘roofed’의 한글음역 정도로 관념되는 표장인바, 양 상표는 요부의 호
칭이 동일하고, 관념은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주요부와 그 호칭이 동일하여 표장 전
체적으로 선등록상표 1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〇 선등록상표의 요부
(1) 선등록상표 1 ‘

’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

으로서, 아래 (2), (3)항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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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그린’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
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인식
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그린등록서비스표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이고, 선
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하여 그 색상 내지 친환경
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더욱
이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린’,

‘GREEN’이라는

”(상표등록 제45-0067908호), “

“
호), “

40-1558063호), “

”(상표등록 제45-0064691호), “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등록 제45-0071769
”(상표등록 제

”(상표등록 제40-1496539호) 등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
하다.
(2) 반면에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이에 대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
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1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상에 특히 남
는 부분은 ‘루프트’ 부분으로서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루프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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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허2376 거절결정(상) 2020. 5. 14. 선고, 소각하
◈ 사건 요약

이 사건
상표출원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리조트숙박업
출원번호

심판번호

관련번호
제40-2017-168692호

주요쟁점

2019원397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산청’, 세로로 쓰여진 ‘한방리조
트’, ‘펜션·찜질’, ‘예약문의’ 및 숫자 ‘972-9989’가
결합되어 있고, 그 상·하단에 주택 및 산(山) 배경의 사진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문자 ‘산청’ 부분은 ‘경상
남도 산청군’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하고, ‘한방리조트’, ‘펜션·찜질’, 예약문의’ 부분은 한의

심결요지

(韓醫)의 처방에 따른 찜질과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리조
트’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제공내용 및 품질을 직
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인 식별력을 갖
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리조트숙박
업’이 제공되는 숙박 장소 및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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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되고 그 구성 역시 문자 부분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표
장의 부수적, 보조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
력이 미약하거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9원397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판결요지

2020. 1. 28.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특허법원)

명백한 2020. 3. 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소장 제출 기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하여 심결이 확정되었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문자 ‘산청’, 세로로 쓰여진 ‘한방리조트’, ‘펜션·찜

질’, ‘예약문의’ 및 숫자 ‘972-9989’가 결합되어 있고, 그 상·하단에 주택 및 산(山) 배
경의 사진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문자 ‘산청’ 부분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한방리조트’, ‘펜션·찜
질’, 예약문의’ 부분은 한의(韓醫)의 처방에 따른 찜질과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리조트’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제공내용 및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고 있어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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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도로 인식되는 숫자 ‘972-9989’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2항 및 전기
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학통신기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의 부
여․회수 등의 관리 주체가 되고 전기통신번호 이용자는 이용 주체에 불과하여 특정
이용자가 전기통신번호를 독점적으로 자신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 공익상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2291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다수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
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 기
능인 식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리조트숙박업’이 제공되
는 숙박 장소 및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으로 직감되고 그 구성 역시 문자 부분
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표장의 부수적, 보조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전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광고․선전을 하고 있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블로그(Blog) 및 신문기사 등 인터넷 검색 자료만으로는 일
반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
표법 제162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9원397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20. 1.
28.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
에 제기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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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후10759 거절결정(상) 2020. 9.24.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 사건 요약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교
육업, 미용학원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등
출원상표

심판번호(특허법원 사건번호)

제40-2017-102835호

2018원4664(2019허7924)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여부
❍ 특허심판원(청구기각)

’가 ‘WANNABE’로 약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심결요지

’ 등과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

상표(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네일아트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기술지도업 등)과 선록상표들의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제3류의 메
이크업 화장품, 바디로션, 선탠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등)은 생산 부
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이들 상품에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염려가 있다.
❍ 특허법원(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 ‘

’ 는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

판결요지
표 1 내지 3 ‘

’ , ‘

’, ‘

’

와 유사한 상표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지도업, 미용학원업’ 등은 선등
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사용․판매에 관련된 미용교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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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
의 위 지정상품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선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인 화장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화장품의 제조와 미용업․미
용교육업 등 서비스는 일정한 연계성을 띠면서 동일한 업체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향은 화장품 및 미용교육
분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인식되고 있으며, 출원상표의 위 지정
상품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대비할 때 수요자
들에게 가져다주는 용도의 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출원상표의 위 지
정상품인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
자격증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을 그 수요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과 대비할 때 수요자의 범위가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등과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유
사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상품에 관한 것으
로서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제11조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할 때 양자는 원
칙적으로 유사도가 낮고, 또한 화장품과 관련된 제조와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 교
육 등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
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 장소가 상이하고, 수
요자의 범위가 달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
사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교육
업, 미용학원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등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화장용 매니큐어,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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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아이섀도, 화장비누’ 등으로서 얼핏 구별되지만, 미용기술지도업, 미용교
육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미용학원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피부관리학원경영
업은 선등록상표 1, 2, 및 3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미용비누 등을 사용하여 화
장, 피부관리 및 미용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일
정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업을 말하고, 또한 미용업은 1, 2, 및 3의 화장품, 미용비누 등의 상품들을 사
용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거나 미려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양
지정상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실제 거래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화장품 및 미용비누 등 화장품 관련 제품의 제조와 유통이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
환으로 화장품 교육 및 미용기술지도 등과 더불어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미용기술지도, 미용교육, 피부관
리 교육지도 등의 각 서비스업의 서비스와 이들 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상품들
의 제공자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들 서비스와 상품
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 또한 대부분 겹치므로 이들 서비스업과 상품들
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
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
부를 대비ㆍ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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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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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
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
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상단의 도형안에 작은 글씨체의 영문자

‘wannabe’와 중간 부분의 큰 글씨체로 ‘WANNABE’ 및 그 하단의 작은 글씨체의 영
문자 ‘BEAUTY ACADEMY’가 결합, 구성된 표장으로서 문자로만 구성된 선등록상표
“, ”

들 ”

“, ”

“와는 도형의 결합 여부,

표장의 구성 방법, 구성 글자수 및 글자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나) 관념 및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BEAUTY ACADEMY’는 그 지정상품인
‘미용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장소 등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여 식별력
이 없으므로 ‘WANNABE’ 부분으로 약칭될 것인데, 영문자 그대로 ‘유명인을 동경하
여 행동ㆍ복장 등을 그들처럼 하는 사람’으로 관념될 것이고 ‘워너비’ 정도로 발음될
것이다(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영어사전 검색 결과).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부분에 따라 모두 ‘WANNABE’로 관
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NNABE’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들
과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다.
(다) 대비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NNABE’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들과
관념과 호칭이 동일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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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
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
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
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
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 관련 교육업, 미용실습훈련업, 미용학원업 등’으로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수정 및 보완하는 미적
행위’인 ‘메이크업’ 방법 또는 ‘얼굴이나 머리 등을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인 ‘미용’ 방
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등의 서비스업이다(두산백과 및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의 지식백과 검색 결과).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메이
크업 화장품 등’으로, 위 상품들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
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인 ‘화장품’이다(두산백과 검색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
지도업, 미용학원업 등’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동종ㆍ유사성에 관
하여 살펴보면,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은 그 대상 서비스가 화장품류를 사
용하는 것으로 그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판매촉진 등의 일환으로
직접 미용교육서비스나 미용기술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일반수요
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등의 일반 거래계의 실정 및 상품과 서비스
의 용도나 수요자의 범위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
소가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특허법원 2006. 1. 20. 선
고 2005허8050 판결, 특허법원 2010. 7. 22. 선고 2010허2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 69 -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선등록상표
들의 권리자의 상품(서비스)인 것으로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지
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선등록상표권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미용교
육서비스 등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의 일환일 뿐,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이나 머리 등을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인 ‘미용’ 방법 또는 기술 등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서비스업
이므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자와 ‘화장품 등’에
대한 소비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찾을 수 없다.
(3) 대비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
의 범위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염
려가 있는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원상표의 표장은 비록 ‘WANNABE’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등록
상표들의 표장과 대비할 때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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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대비할 때 그
유통경로, 수요자, 거래자, 제공지역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국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대비
가) 출원상표는 상단의 도형부분과 하단의 문자부분(“
어져 있고, 상단의 도형 속에는 문자부분(“

”)으로 이루

”)이 포함되어 있다. 위 도형부분

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이와 달리 일체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위 문자부분들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
’(Beauty Academy)라는

나) 출원상표의 하단 문자부분 중 ‘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미용학원’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메이크업학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

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지도업, 미용학원업’ 등의 서비스업의 관
계에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장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고 할 것
이므로, 나머지 ‘

’, ‘

’라는 문자부분보다 상대적인 식별력 수

준이 떨어진다. 여기에다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태어 볼 때, 문자부분
중 ‘

’, ‘

다) 출원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마찬

가지로 한글음역인 ‘워너비’로 호칭되고, 그 영문 표현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
‘유명인을 동경하여 행동이나 복장 등을 그들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관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
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상품 대비
가) 관련 법리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

- 71 -

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ㆍ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ㆍ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
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고 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
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
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에서 “WANNABE BEAUTY ACADEMY”라는 상호로 미용교육
업 등을 하고 있다. 선등록상표들이 표시된 화장품들이 그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아모
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매장과 ‘APMALL’이라 불리는 인터넷쇼핑몰11)에서
판매되어 왔는데, 위 매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고, 위 인터넷쇼
핑몰은 마찬가지로 전국을 판매대상지역으로 한다. 한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2019. 3.경부터 부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의 5개소에서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 센
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직무교육과 일반 수요자
를 상대로 하는 “뷰티 클래스” 등의 미용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검토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면, 출
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지도
업, 미용학원업’ 등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
장품’ 등과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
한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 무엇보다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사용ㆍ판매에 관련된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11) https://www.amorepacific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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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인 화장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화장
품의 제조와 미용업ㆍ미용교육업 등 서비스는 일정한 연계성을 띠면서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향은 화장품 및 미용교육 분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다고 보인다.
(3)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대비할 때 수요자들에
게 가져다주는 용도의 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4)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인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을 그 수요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특별
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대비할 때 수요자의 범위
가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등록상표들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영업만을 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
에 사용되더라도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일
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오인ㆍ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출
처의 오인ㆍ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
인ㆍ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
려할 바가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1 내
지 3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3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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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계금속건설 분야

1. 2019허213

거절결정(실) 2020. 6.18. 선고, 청구기각

2. 2019허2819 거절결정(특) 2019.10.22. 선고, 청구기각
3. 2019허5089 거절결정(특) 2020. 7. 2. 선고, 심결취소
4. 2019허5430 거절결정(특) 2020. 5.29. 선고, 청구기각
5. 2019허6051 거절결정(특) 2020. 6.18. 선고, 청구기각
6. 2019허6242 거절결정(특) 2020. 5.21. 선고, 심결취소
7. 2019허7532 거절결정(특) 2020. 8.28. 선고, 청구기각
8. 2019허8361 등록취소(특) 2020. 9.18. 선고, 청구기각
9. 2019허8767 거절결정(실) 2020. 6.25. 선고, 심결취소
10. 2020허1236 거절결정(특) 2020.10.17. 선고, 심결취소
11. 2020허2772 거절결정(특) 2020. 7. 9. 선고, 심결취소
12. 2020허3867 거절결정(특) 2020.10.15. 선고, 청구기각
13. 2020후10346 거절결정(특) 2020. 6.25.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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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허213 거절결정(실) 2020. 6.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빙판면(氷板面)에서의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신발외부착용 탄력성
고무 스트랲 패드
출원번호

심판번호

20-2018-3454

2019원1821

<진보성, 청구범위 기재불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쟁점사항

지 여부

이 사건 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한지 여부

을 제2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84607호(선행고안)

입증방법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하여 그 기술분
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비교대상고안 1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
심결요지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실용신안법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판결요지
(청구기각)

제8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발명의 주요내용
이 사건 제1항 고안

선행고안 1(비교대상고안 1)

[청구항 1] 빙판면에서의 보행시 신발외부
에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도구(또
는 장비)로 도 2에서와 같은 탄력성 고무스
트랲 패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하 ‘이

[청구항 1] (가) 금속·합성 수지·합성
고무 등을, 적당한 폭과 길이로 성형 가
공한 밴드(1)를 베이스로, (나) 밴드(1)
의 양단에 포합 또는 교합하기 위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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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합부(2), (다) 밴드 중앙부에 구두창(6)
의 폭을 바라보고, 적당한 치수로 적당하
게 배열한 핀을 설치한 스파이크부(3)를
구비하고, (라) 스파이크부(3)의 위치 이
면에 구두(5)의 양측이 맞는 부분에 접촉
하여 부합시키는 포합부(4)는 적당한 강
도와 유연성도 더할 수 있으며, 적당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구성된 빙설 보
행시의 슬립 고정밴드.

[0005]고안물의 명칭은 "탄력성 고무스트
랲 패드" 로서(도 1,2 참조) 단일체(單一
體) 형상(形象) 직사각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만들어지는 재료(材料)로서는 구고
안에서 사용중인 탄력성 고무판넬(4mm 이
하의 얇은 고무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데, (도 1,2,3 참조) 이 고안물은 "미
끄러짐 방지력" 의 생산뿐만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역할과 기능을 만들어 내므로서
구고안이 갖고 있는 전체 기능 즉 방지력
생산 및 미끄러짐 방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해내고 있음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고안은‘탄력성 고무 스트립 패드’로서 탄력성이 풍부한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나, 선행고안 1은 플라스틱 패널 위에 강철 스파이크를 부
착한 것이어서 그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고안의 청구범위는 그 기재가 불비하지 않다. 따
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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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의 기재도
불비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으로서 진보성과 기재불비가 쟁점이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신발 외부에 착용하는 탄력성 고무 스트ㅤㄹㅐㅍ 패
드에 관한 것으로 빙판면(氷板面)에서의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것을 그 고안의 목적
으로 한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고안 1은 신발 외부에 착용되어 빙설(氷雪) 보행
시 슬립(slip) 방지 밴드에 관한 것으로 그 고안의 목적은 사람이 빙설면(氷雪面)을
보행할 때 슬립이나 전도(顚倒)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제1면 [목적] 기
재, 도면 1 내지 7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과 같이 비교대상고안 1도 신발 외부에 착용되는
패드로서 눈이나 얼음판에서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
대상고안 1에 비하여 그 고안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① 빙판면에서의 보행시 신발외부에 착용하여 미끄
러짐을 막아주는 도구(또는 장비)로 ② 도 2에서와 같은 탄력성 고무스트랲 패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상기 기재사항 ①은 ‘빙판면에서의 보행시 신발외부에 착용하여 미
끄러짐을 막아주는 도구(또는 장비)로’인데, 이는 비교대상고안 1도 신발 외부에 착용
되어 눈이나 얼음판에서의 보행시 미끄럼을 방지하는 밴드로서 빙설면(氷雪面)을 보
행할 때 슬립(slip)이나 전도(顚倒)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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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음, 기재사항 ②의 ‘도 2에서와 같은 탄력성 고무스트랲 패드’에서 상기 ‘도 2에
서와 같은’은 그 청구범위에 도면 번호를 대용하여 기재한 것인데, 이는 실용신안등
록출원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청구범위에 실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도면 2를 대신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불명확한 표
현이다(상기 사항은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도 해당하여 아래 3. 나.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기재사항 ②에 대하여는 그 대비 대상이 되는 구성을 상기 밑줄친 ‘탄
력성 고무스트랲 패드’로 삼아 살펴본 바,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 ‘합성고무 등을 적
당한 폭과 길이로 성형 가공한 밴드(1, 청구항 1 기재, 도면 1 참조)’에 대응되어 동
일하고 상기 밴드(1)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빙설면(氷雪面)을 보행할 때 슬립(slip)이나
전도(顚倒)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실
질적인 차이가 없다.
(3)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하여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비교대상고안 1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 기재불비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에는 그 말미에 단순히 ‘~ 만들
어 사용하는 것’, ‘~ 기능을 갖게 하는 것’, ‘~ 결합시켜 사용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그 고안의 권리범위가 되는 대상물을 명확히 특정(확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상기 청구범위의 기재는 불명확하다고 볼 것이다.
(2) 또한, 앞서 3.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에
는 ‘도 2에서와 같은’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청구범위에 도면 번호를 대용(代
用)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고안의 권리범위에 해당되는 청구범위에 실체
적 구성없이 그 기재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확정)하기 어려운 도면 2를 대신하여 기
재한 것이므로 불명확한 표현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제3항 출원고안에는 그 청구범위에‘~재료로서 (예 例: 프라스틱,
비닐, 천(옷감류))’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재질과 관련한 예시적 표현이긴 하나
그 권리범위에 해당되는 청구범위의 기재사항으로서 상기 재료(재질)를 명확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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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불명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1항 내지 제3항 출원고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
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출원고안은 그 청
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
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재불비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는 ‘빙판면에서의
보행시 신발외부에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도구(또는 장비)로 도 2에서와 같은 탄력성 고무스
트랲 패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마지막
부분에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
으므로, ‘신발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도구(또는 장
비)’ 또는 ‘탄력성 고무스트ㅤ랲 패드’에 관한 물건
의 발명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불명확하다.

[도 2]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는 ‘탄력성 고무스트랲 패드’를 표현함에 있
어서 ‘도 2에서와 같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도 2에 나타나 있는 탄력성 고무스트
랲 패드의 어떤 형태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탄력성 고무스트
랲 패드’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나 구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청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
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총족하여 못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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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고, 설
령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빙판면에서 보행시 신발외부에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막아
주는 탄력성 고무스트랲 패드’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 선행고안 1은 ‘빙설 보행시 슬립 방지 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명세서에는 ‘합
성 고무 등을 적당한 폭과 길이로 성형 가공한 밴드(1)(청구항 1)’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도 1-3] 및 [도 7]에 ‘슬립 고정밴드’가 구두의 앞부분을 감쌀 수 있는 형태와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도 1-3]

[도 7]

2) 그렇다면, 선행고안 1에 ‘빙설 보행시 구두 외부에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막아
주는 슬립 고정밴드’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위 슬립 고정밴드는 합성고무 등과 같은
재질로 형성되어 탄력성을 가지는 소재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력성 고무스
트랲 패드’와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들은 선행고안 1은 강철 스파이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항 고안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력성 고
무스트랲 패드’와 대응되는 선행고안 1의 구성은 ‘합성고무 등의 재질로 형성된 슬립
고정밴드’이고, 선행고안 1의 ‘스파이크부’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
가된 구성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9. 1. 30.자 보정서에 청구범위 보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출원고안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제47조 제4항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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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용신안법 제11조는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
록출원에 관하여 특허법 제47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019. 1. 23. 및 2019. 1. 30. 각각 보정을 하면서, 2019. 1. 23.자 보정에는 청구
범위를 보정하였으나, 2019. 1. 30.자 보정에는 청구범위를 보정함이 없이 명세서 중
요약 및 [도 2] 부분을 보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
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2019. 1. 23.자 보정은 취하 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9. 1. 30.자
보정만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
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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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허2819 거절결정(특) 2020. 10. 22.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트레드밀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28546

2018원4071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선행발명 1 및 2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레드밀에
사용되는 슬래트’구조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3호증: 기계요소설계, ㈜사이텍미디어, 2002년 발행

을 제4호증: 재료역학, 교보문고, 2009년 발행
평판에 수직 평판(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에 해당) 또는 T형 판
재(비교대상발명 2의 웹과 하플랜지에 해당)를 적용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평판 굽힘 강도 향상 수단에 해당하는 것
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웹과 하플랜지로 형성되는 T형 보강수단은

심결요지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과 동일한 굽
힘 강성을 유지하면서 보강수단의 돌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수단
으로, 보강재의 돌출되는 공간적 특징에 따라 보강재의 높이가 제
한되어야 하는 경우 얼마든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을 대체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다.
하중을 지지하는 지지부재를 설계할 때는 하중에 의해 지지부재
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강도를 설계하고, 필요할 경우 이
를 보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하중 지지부재의 설계

판결요지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과제이자 관련 업계의 당연한 요구이다. 선행
발명 1의 ‘보강핀(101)’은 슬래트(100)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청구기각)

것이고, 선행발명 2의 ‘웹(40) 및 하측플랜지(30)’도 슬래트(18)
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기능이 동일하고, 강
도 보강 구조를 슬래트의 하부로 연장된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구조 또한 유사하다. ‘슬래트 강도 보강’이라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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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강도보강 구조가 슬래트의 하부로 연장
된 형태로 되어 있는 선행발명 1, 2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서로 비교
하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제1, 제2 프레임; 상
기 제1, 제2 프레임 각각에 마련된 전방
롤러 및 후방 롤러(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제1, 제2 프레임의 배치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되며, 상기 제1,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제2 프레임에
대하여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복수의 슬래
트(slat); 및 상기 복수의 슬래트의 양 단부
에 배치되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를 연결하
는 제1, 제2 벨트;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고 함), 상기 복수의 슬래트 중 적어
도 일부 슬래트는, 제1 면을 제공하는 베이
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강도
보강부를 포함하며, 상기 강도 보강부는 상
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제1 보강부와,
상기 제1 보강부의 돌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제2 면을 제공하는 적
어도하나의 제2 보강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함), 상기 제2 보강부의 폭
은 상기 제2 보강부의 두께의 2 배 이상이
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 각각의 무게는 0.1
kg ~ 4 kg이며(이하 ‘구성 4’라고 함),
상기 제1 보강부는 길이 방향으로 중심으
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으
며, 상기 제1 면은 평면이며, 상기 제2 면
은 곡면인(이하 ‘구성 5’라고 함), 트레
드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함).

도 6은 도 5의 트레드밀의 섀시를 도시
한다. 견고한 크로스 빔(90)들은 각 측면
의 외부 프레임(86)과 내부 프레임(92)
양쪽을 서로 부착하여 대략 직사각형의
섀시를 생성한다. 볼트(108)들은 외부
프레임(86)들을 크로스 빔(90)들에 부착
한다. 몇몇 슬래트(100)이 도시되어 있
으며; 이들은 각각 내측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하향 연장된 보강 핀(101)들을
갖는다(식별번호 [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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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2
주요 구성으로, 사이드 프레임(12), 엔드
리스 체인(14), 복수의 슬래트(18), 슬래
트(18)의 일면을 형성하는 상플랜지(36),
상플랜지(36)에 수직하게 돌출되는 웹
(40), 웹(40)의 돌출방향과 교차하는 방
향으로 연장되는 하플랜지(38)를 포함한
다. 슬래트 부재(18)는 도 1 및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베어링부가 되는 상
측 플랜지(36)와, 이 상측 플랜지(36)보
다 폭이 좁게 형성된 보강부로서의 하측
플랜지(38)와, 이들 플랜지(36, 38) 사
이에 직각으로 배치되는 레그부로서의
웹(40)으로 구성되고, 그 단면 형상이 대
략 H형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플랜지
(36, 38) 및 웹(40)은 판재(소위 플랫
바)로 이루어지며, 용접 등에 의해 접합
되어 있다(식별번호 [0021 내지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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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과 2는 기술분야와 목적이 다르고,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적용
할 경우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
발명 2를 결합하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1. 평판에 수직 평판(선행발명 1의 보강핀에 해당) 또는 T형 판재(선행발명 2의 웹
과 하플랜지에 해당)를 적용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평판 굽힘
강도 향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의 웹과 하플랜지로 형성되는 T
형 보강수단은 선행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과 동일한 굽힘
강성을 유지하면서 보강수단의 돌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보강재의
돌출되는 공간적 특징에 따라 보강재의 높이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 얼마든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을 대체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검토 의견
특이사항 없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트레드밀에 관한 것으로, 그 발명의 목적은 슬래트
의 강도를 확보하면서도 제작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트레드밀을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0001, 0006]).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트레드밀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무게 중심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것외에 트레드밀에 어떤 조정 없이도 사람들이 걷기, 조깅, 달리
기를 할 수 있는 다리 구동 곡선 트레드밀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2, 0006]).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슬래트 컨베이어에 관한 것으로,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
화할 수 있는 슬래트 컨베이어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1, 0010]).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도 트레드밀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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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슬랜드 컨베이어에 관
한 것으로 트레드밀과는 그 사용 분야에 차이가 있으나,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 슬래
트가 무한궤도를 형성한다는 점과 수직하중을 지지하면서 이동하는 슬래트를 이용하
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능적 원리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용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적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발명의 목적에서 보면, 앞서 본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과 동일한 내용이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에서도 슬래트(100)가 슬래트의 일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보강핀(101)에 의해 보강
되는 점(도면 6, 7C),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에서도 슬래트(18)가 슬래트의 일면으로
부터 돌출되는 웹(40) 및 하플랜지(38)에 의해 보강되는 점(도면 1, 4)에서 이 사건 제
1항 출원발명과 그 목적에 공통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공통되고,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제1, 제2 프레
임; 상기 제1, 제2 프레임 각각에 마련된 전방 롤러 및 후방 롤러”이다.
살피건대, 구성 1의 ‘제1, 제2 프레임’, ‘전방 롤러 및 후방 롤러’는 각각 비교대상
발명 1의 ‘외부프레임(86)’, ‘전, 후방 풀리(94)’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도 양측에 평행하게 이격 배치되는 외부 프레임(86) 및 양측 외
부 프레임(86, 제1, 제2 프레임에 해당) 각각에 마련되는 전, 후방 풀리(94, 전방 롤러
및 후방 롤러에 해당)를 포함한다는 점(식별번호 [0082, 0083], 도면 6)에서 구성 1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상기 제1, 제2 프레임의 배치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되며, 상기 제
1, 제2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 제2 프레임에 대하여 이동 가능하게 설치
된 복수의 슬래트(slat); 및 상기 복수의 슬래트의 양 단부에 배치되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를 연결하는 제1, 제2 벨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양측에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되는 외부 프레임
(86)의 배치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되고, 외부 프레임(86)에 대하여 이동 가능하게 설
치되는 복수의 슬래트(100) 및 슬래트(100)의 양측 단부에 배치되어 슬래트(100)를 연
결하는 벨트(114)(식별번호 [0082 내지 0084], 도면 6, 7C)를 개시하고 있는 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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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명 1의 복수의 슬래트(100)는 양측의 외부 프레임(86, 제1, 제2 프레임에 해당)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고, 벨트(114, 제1, 제2 벨트에 해당)는 슬래트(100)의
양 단부를 연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은 측부에 평행하게 형성된 프레임 사이에서 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복수의 슬래트 및 슬래트의 양 단부를 연결하는 벨트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상기 복수의 슬래트 중 적어도 일부 슬래트는, 제1 면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와,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강도 보강부를 포함하며, 상기 강도 보강부
는 상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된 제1 보강부와, 상기 제1 보강부의 돌출 방향과 교차
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제2 면을 제공하는 적어도하나의 제2 보강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복수의 슬래트(100)가 일면에 형성되는 평면과 타
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보강핀(101, 강도 보강부)을 포함하는 것(식별번호 [0082], 도면
6, 7C)을 개시하고 있는 바,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슬래트가 돌출된 강도 보강
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3은 베이스로부터 돌출된 제1 보강부와 제1 보강부의 돌출 방향과 교차
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보강부를 포함하는데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이
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일면을 형성하는 상플랜지(36, 베이스부에 해당), 상플
랜지(36)에 수직하게 돌출되는 웹(40, 제1 보강부에 해당), 웹(40)의 돌출방향과 교차
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하플랜지(38, 제2 보강부에 해당)(식별번호 [0024], 도면 1, 4)
를 개시하고 있어, 구성 3과 대응구성이 동일하다.
또한, ① 비교대상발명 1, 2는 앞서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② 비교대상발명 1은 운동장치에 적용되고, 비교대상발명 2
는 주차시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용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
명 2의 슬래트 컨베이어의 구성은 특정 용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
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슬래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며, ③ 구성 3의 슬래트와
같은 평판에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굽힘 모멘트(굽힘 응력)가 지배적으로 작용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기술적 사항이고, 이 때,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
를 확보하기 위해 평판의 굽힘 강성 또는 단면 계수를 향상시키는 것은 당해 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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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일반적인 굽힘 응력 감소 방안에 해당하며, 평판의 굽힘 강성 또는 단면 계
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판에 수직 평판(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에 해당) 또는 T형
판재(비교대상발명 2의 웹과 하플랜지에 해당)를 적용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는
예시할 필요도 없는 일반적인 평판 굽힘 강도 보강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④ 비교
대상발명 2의 웹과 플랜지를 포함하는 슬래트를 비교대상발명 1의 슬래트에 적용하
고자 할 때, 비교대상발명 1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기본 구조나 배치 관계를 바꾸는
등의 현저한 구조적 변경이 수반된다거나 새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대상발명 1의 트레드밀은 웹과 플랜지를 포함하는
슬래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특별히 배척하고 있지도 않는다.
위에서 본 ① 내지 ④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3은 비교대상발
명 1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기본 구조나 배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채, 비교대상발명
2의 슬래트에 적용되는 보강수단(웹, 하플랜지)이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수단(보강
핀)을 단순 대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 바, 비교대상발명 2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
하는 과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적으로 곤란하지 않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라) 구성 4의 대비
구성 4는 “상기 제2 보강부의 폭은 상기 제2 보강부의 두께의 2 배 이상이
며, 상기 복수의 슬래트 각각의 무게는 0.1 kg ~ 4 kg인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하플랜지(38, 제2 보강부에 해당)의 폭이 하플랜
지(38) 두께의 2배가 넘는 것(도면 4)을 나타내고 있어, 구성 4와 대응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구성 4는 슬래트의 무게가 0.1 kg ~ 4 kg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비교
대상발명 1, 2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슬래트가 일정한 무게를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기술
적 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식별번호 [0067]에는 “복수의 슬래트(50) 각
각의 무게는 0.1 kg ~ 4 kg 일 수 있다”라고 수치 범위만을 단순히 기재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상기 수치범위 전후에서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임계적 의의를 보이는
구체적 실험 데이터 등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상기 무게 범위는
슬래트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 범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상기 무
게 범위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선택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이므로 여기에 구성의 곤란
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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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마) 구성 5의 대비
구성 5는 “상기 제1 보강부는 길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
록 돌출 높이가 낮으며, 상기 제1 면은 평면이며, 상기 제2 면은 곡면인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슬래트(100)으로부터 돌출되는 보강핀(101)이 중
앙부로부터 양측으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도면 7C)을 나타내고 있
어, 구성 5와 대응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구성 5는 제2 면, 즉, 제2 보강부가 곡면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를 나
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
보성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1) 차이점 판단
그러나, 평판에 수직 평판(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에 해당) 또는 T형 판재
(비교대상발명 2의 웹과 하플랜지에 해당)를 적용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는 일
반적인 평판 굽힘 강도 향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웹과 하플랜
지로 형성되는 T형 보강수단은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
과 동일한 굽힘 강성을 유지하면서 보강수단의 돌출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보강재의 돌출되는 공간적 특징에 따라 보강재의 높이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 얼마
든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보강핀과 같은 수직 평판 보강수단을 대체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는 보강핀이 슬래
트 중앙부로부터 양측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형상 특징(도면 7C)을 적용
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의 슬래트로부터 돌출되는 보강핀을 비교대상발명2의 웹과 하
플랜지로 형성되는 보강부재로 단순 대체한 것을 불과한 것이고, 앞서 구성 3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2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는 과정은 통상의 기
술자에게 기술적으로 곤란하지 않다.
따라서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기타 청구인 주장 판단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에 도시된 바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1 보강
부가 길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은 점이 시사 또
는 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도 슬래트(100)로부터 돌출되는 보강핀
(101)이 중앙부로부터 양측으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도면 7C)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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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어, 구성 5와 대응 구성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설령,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7C에 도시된 보강핀(101)의 형상이 ‘제1 보강부가 길
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① 단순 지지보 중앙에 수직 하중이 가해지는 경
우, 보의 중앙부에 가장 큰 굽힘 모멘트(굽힘 응력)가 작용하고, 보의 양측 가장자리
로 갈수록 굽힘 모멘트(굽힘 응력)가 감소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기술 상식
에 불과하고, 이를 참작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단순 지지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
발명 1의 슬래트(100)에도 중앙부에 작용하는 사용자의 수직 하중에 의해 중앙부에
가장 가장 큰 굽힘 모멘트(굽힘 응력)가 작용하고, 보의 양측 가장자리로 갈수록 굽
힘 모멘트(굽힘 응력)가 감소하는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② 구조물을 보강
하는 경우, 작용하는 하중 또는 응력에 대응하여 보강수단의 두께, 크기 등의 치수를
결정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기술적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제1 보
강부가 길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은 것은 비교
대상발명 1에 나타나 있는 슬래트 보강핀으로부터 보강수단의 높이를 당해 기술분야
에서의 기술 상식에 의해 자명하게 파악되는 슬래트의 굽힘 응력 분포에 대응되도록
단순 치수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여기에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에 도시된 바로부터 구성 5를 도출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
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도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해 특이성이 없다.
또한,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 내지 5는 비교대
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
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
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들에 의하여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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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되어
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92 -

□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내지 5
구성요소 1은 ‘롤러나 벨트 등 트레드밀을 구성하는 부품의 외부를 감싸는 기능
을 하고,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고, 구성요소 2는 ‘제1, 제2 프레임[한
쌍의 측면커버(82)]3)의 전방과 후방에 각각 마련되어 있고, 벨트가 감겨지는’ 구성이
며, 구성요소 3은 ‘제1, 2 프레임[한 쌍의 측면커버(82)]의 배치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
되고, 제1, 2 프레임[한 쌍의 측면커버(82)] 사이에 배치되며,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슬래트’라는 구성이고, 구성요소 4는 ‘복수의 슬래트의 양 단부에 배치되며, 슬래트를
연결하는 제1, 2벨트[한 쌍의 V벨트(114)]’라는 구성이며, 구성요소 5는 ‘사용자의 발
이 접촉하는 제1면을 제공하는 베이스부[사용자와 접촉하는 상면이 형성된 슬래트
(100)의 윗부분]와, 그 하부로부터 아래로 돌출된 강도 보강부[보강핀(101)]을 포함하
는’ 구성이므로 각각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2) 구성요소 5-1
구성요소 5-1은 강도 보강부의 형상을 특정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과 ‘베이스부[사용자와 접촉하는 상면이 형성된 슬래트(100)의 윗부분]로부터 하향 돌
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제1보강부[보강핀(101)]를 구비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선
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5-1의 ‘제1보강부의 돌출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
며, 제2면을 제공하는 제2보강부’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3) 구성요소 5-2
구성요소 5-2는 제2보강부의 치수 관계를 특정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데, 선행발
명 1에는 제2보강부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어서 제2보강부의 치수 관계 또한 특
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4) 구성요소 5-3
구성요소 5-3은 각 슬래트의 무게를 0.1~4kg의 범위로 특정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각 슬래트(100)의 무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3)가 있다.
(5) 구성요소 5-4
구성요소 5-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제1보강부[보강핀(101)]가 길이 방향으
로 중심으로부터 양 단부로 갈수록 돌출된 높이가 낮아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
서 동일하다.
(6) 구성요소 5-5
구성요소 5-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베이스부[사용자와 접촉하는 상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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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슬래트(100)의 윗부분]의 제1면[슬래트(100)의 상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점’
에서는 동일하지만, 선행발명 1에는 제2보강부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어서 제2보
강부의 제2면의 형상 또한 특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나.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2의 제2실시예처럼 슬래트(100) 하부로
보강핀(101)이 돌출된 형태로 된 선행발명 1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선행발명 2의 제1실
시예처럼 하측플랜지(38)를 부가하여 슬래트 하부로 돌출된 보강부와 이에 교차하여
연장되는 또 다른 보강부가 구비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쉽게 극복될 수 있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
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
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
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트레드밀에 관한 것으로 그 기
술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슬래트 컨베이어에 관한 것으로 트레드밀과 사용분
야에 차이가 있으나, 회전에 의한 무한궤도를 형성하고 수직하중을 지지하면서 이동
하는 슬래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원리가 동일하다.
(3) 선행발명 2에는 슬래트 컨베이어에서 슬래트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구조로
슬래트의 하면에 돌출된 형태의 강도 보강 구조를 두는 방식을 개시하고 있는데, 제1
실시예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처럼 슬래트 하면에 돌출된 웹 및 웹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된 하측플랜지를 둔 구조를, 제2실시예로 선행발명 1처럼 슬래트 하면
에 돌출된 레그부를 둔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작용
하는 하중의 특성이나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제1실시예로 개시된 구조와 제2실시예로
개시된 구조 중 어느 하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정하는 기재는 없다. 따
라서 선행발명 2는 슬래트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1실시예와 제2실시예
에 나타난 구조가 임의 선택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실시예에 나타난 구조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슬래트(100)의 하부로 연장
되는 보강핀(101)을 둔 강도 보강 구조’와 동일하고, 제1실시예에 나타난 구조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개시된 ‘베이스로부터 돌출된 제1보강부, 제1보강부와 교차하
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부를 구비한 강도 보강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2에는 선행발명 1과 같은 제2실시예의 구조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제1실시예의 구조로 바꾸어, 선행발명 1의 강도 보강 구조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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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의 강도 보강 구조와 같은 형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하중을 지지하는 지지부재를 설계할 때는 하중에 의해 지지부재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강도를 설계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보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는 것은 하중 지지부재의 설계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과제이자 관련 업계의 당연한
요구이다.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은 슬래트(100)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2의 ‘웹(40) 및 하측플랜지(30)’도 슬래트(18)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
로서, 양자는 그 기능이 동일하고, 강도 보강 구조를 슬래트의 하부로 연장된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구조 또한 유사하다. ‘슬래트 강도 보강’이라는 해당 업
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
자는, 강도 보강 구조가 슬래트의 하부로 연장된 형태로 되어 있는 선행발명 1, 2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서로 비교하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5) 선행발명 1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선행발명 2의 제1실시예에 도시된 형태로 바
꾸고자 할 때, 종전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핀(101)
하면에 선행발명 2의 하측플랜지(38)를 접착, 용접 등 재질이나 제작 여건에 따른 적
절한 결합방식으로 결합하기만 하면 되고, 달리 그와 같은 변경과정이 기술적으로 곤
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이 사용자의 정적 하중뿐만 아니
라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동적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 강도 확보가 필요함
에 비해, 선행발명 2는 정지된 상태의 차량에 의한 정적 하중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
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설계 관점이 달라 서로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동적 하중은 정적 하중보다 크므로,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작용되
는 하중을 크게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하중을 지지하는 강도도 높게 맞추어야 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속한다. 다만 이는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강도 보강의 필
요성이 정적 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에 비하여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강도 보강을 더 엄
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 정적 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보강 구조와 다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전달받는 하중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설정한 상태에서 강도 보강구조를 설계를 한다면, 그 작용하중이 정적이
건 동적이건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로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사람이 올라가서 걷거나 뛰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비록 정
적 하중에 비해 몇 배 큰 동적 하중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수백kg 이상의 하중을 받
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선행발명 2에 비하여 작용하중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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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2의 강도 보강 구조는 그보다 낮은 하중이 작용하는 선행발명 1의 강도를 보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참고될 수 있다.
② 선행발명 2 또한 차량이 슬래트로 진입하는 순간에는 정지된 슬래트에 움직
이면서 진입하게 되므로, 슬래트에 차량의 움직임에 의한 동적 하중이 가해진다. 선
행발명 2는 슬래트 부재의 강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슬래
트 컨베이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0010], 슬래트에 진입하는 차량에 의
해 가해지는 동적 하중으로 인한 슬래트 부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트 부
재의 강도 보강을 전제로 한다.
(나) 원고는, 선행발명 2가 지지부의 폭을 작게 함으로써 슬래트 컨베이어 전체
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을 도모한 것일 뿐 슬래트 부재 각각의 재료 및 무게 절감
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와 같이 개별 슬래트 각각의 무
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슬래트 부재의 강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0010].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발명 2는 종래의 슬래트의 양측 가장자리에 아래로 연장된 레그
부(82, 94)를 둔 구조에서 레그부가 가장자리에 형성된 관계로 가장자리 부분이 레그
부의 두께만큼 길어지게 되고 레그부가 두 군데 형성되므로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한
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0009] 레그부를 슬래트의 중앙 부분에 형성함으로써 가장자
리 부분의 길이 증가를 방지하고 레그부를 한 군데만 형성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도
록 하였다[0018]. 따라서 선행발명 2 또한 각 개별 슬래트의 길이 증가를 방지하고
무게를 줄이고자 한 것이고, 각 개별 슬래트의 길이 증가를 방지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슬래트에 소요되는 재료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선행발명 2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슬래트 부재 각각의 재료 및 무게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슬래트의 무게 절감에 대하여 개시하지 않고 오히
려 슬래트들이 ‘충분한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게 절감을 목적
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도출하는 데에 부정적인 교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선택된 재료에 관계없이, 슬래트들은 각각의 측면에
서 상부 지지 볼 베어링들의 오목한 열에 놓여 그 열을 따르기에 충분한 무게와 함
께 원하는 탄성 및 강도를 나타내야 한다[0083].”고 기재되어 있다. 슬래트가 충분한
무게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베어링에 의해 이동하면서 그 위의 사용자의 무게를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에서 재료 절감을 통한 무게 절감을 시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는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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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전제로 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슬래트의 절대적인 무게가 무겁
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사용자의 운동에 상당한 불편함이 생길 것이다.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선행발명 1이 사출성형으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선행
발명 1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선행발명 2처럼 웹과 하부 플랜지가 형성된 구조로 할
경우에는 사출성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워지므로 선행발명 2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선행
발명 1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어디에도 슬래트(100)가 사출성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한정은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강도 보강 구조를 선행발명 2의 제1실시예
에 도시된 형태로 바꾸고자 할 때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서 보강핀(101) 하면에 선행발명 2의 하측플랜지(38)를 재질이나 제작 여건에 따라적
절하게 접착,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고, 달리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 하
부에 선행발명 2의 하측 플랜지(38)를 추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차이점 2, 3에 대한 검토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
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
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
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보강핀 구조를 선행발명 2의 도
면 4에 도시된 제1실시예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강도 보
강부와 같은 형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2보강부는
‘슬래트의 강도 보강’이라는 점에서, 그 과제 및 효과가 선행발명 2의 ‘하측플랜지
(38)’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2보강부의 폭이
두께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재나 2배를 전후하여 ‘슬래트
강도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만한 기재가 전
혀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도면 4를 살펴보면, 선행발명 2 또한 하측플랜지(30)의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
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차이점 3 또한 단순히 슬래트의 무게를 특정한 범위로 한정한 것일 뿐이므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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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자가 슬래트의 크기, 재질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
라. 차이점 4에 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보강핀의 구조를 선행발명 2의
도면 4에 도시된 제1실시예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강도
보강부와 같은 형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의 도면 7A에서 보강핀
(101)의 형상이 중심부의 돌출 높이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
아지도록 되어 있는바,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 하부에 선행발명 2의 하측 플랜지
(38)를 부가하여 선행발명 1의 보강핀(101)을 선행발명 2와 같은 형태로 바꾸게 되면,
하측 플랜지(38)의 하면은 보강핀(101)처럼 중심부의 돌출 높이가 가장 높고, 가장자
리로 갈수록 돌출 높이가 낮아지는 곡면 형상이 된다. 차이점 4 또한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
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
로, 나머지 청구항도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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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허5089 거절결정(특) 2020. 7. 2.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다이아프램 밸브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01008

2018원778

<진보성>
선행발명 1 및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트의 꼭
쟁점사항

대기부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환형의 오목부가 내
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3호증: 일본특허공개공보 특개2008-304067호(선행발명 1)

을 제4호증: 일본특허공개공보 특개2005-024013호(선행발명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기술분야가 동일
하고, 목적 또한 특이하지 않다. 그리고 그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심결요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
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 밸브시트의 이중 시일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1
의 밸브시트(40)는 단일 시일구조인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
다)과 구성요소 3의 밸브시트 오목부 형상은 그 내주면이 테이퍼
면, 바닥면이 평탄면, 외주면이 원통면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

판결요지

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이 다르다.

(청구기각)

선행발명 3의 시일부재는 오목부가 내부에서 막힌 구조를 가진다.
이는 단면이 원형인 시일부재는 접촉 면적이 작고, 시일부재의 절
반 이상이 홈으로부터 돌출되면 안정성이 나쁘며, 시일부재가 홈으
로부터 탈락하기 쉬운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일부재에 발생하는 탄성변형을 흡수하는 공간을 두었다. 그런데
이를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내부가 뚫린 구조로 변경하게 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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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재가 홈으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선행발명 3의 과제해결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차이점 2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
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비교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유체 유입 통로, 유체 유출 통로 및 상향
으로 개구한 오목부가 마련된 보디와, 보
디의 오목부의 바닥면에 배치된 환형의 시
트와, 시트에 압박·이격됨으로써 유체 통
로의 개폐를 행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다
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어프램 밸
브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
다),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간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시트의 꼭대기
부의 반경 방향 내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1 시일부가 되고, 시트의 꼭대기
부의 반경 방향 외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2 시일부가 되며(이하 ‘구성요
소 2’라 한다),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간 부분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되
어 있고, 상기 환형의 오목부는, 내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어프램
밸브

유체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개구(16, 18)
를 구비한 제1 본체(10)와, 상기 제1 본
체에 축방향으로 결합되고, 상기 유입로와
유출로 사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그
사이에 체결된 윤곽의 다이어프램(28)을
구비한 제2 본체(26)를 갖는 형식의 다이
어프램 밸브용 밸브 시트 배치에 있어서,
상기 유체용 개구 중 하나를 둘러싸고, 상
기 다이어프램을 향해 축방향으로 연신하
는 제1 플랜지(44)와, 상기 제1 플랜지로
부터 외측으로, 반경 방향으로 간격을 두
고, 그 사이에 오목부(42)를 형성하는 제
2 플랜지(46)와, 상기 오목부에 배치된
밸브 시트(40)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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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3
밸브 상자 시일 부재(11), 백업 부재(12)
는 시판되고 있는 통상의 O링과 같이 단
면 형상이 원형을 이루기 때문에 구조적
으로 접촉 면적이 적은 것이며, 밸브 상자
(2)의 내주면 및 밸브 상자 시트(3)의 외
주면에 대해 충분한 접촉 면적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밸브 상자(2)의 내주면과 밸
브 상자시트(3) 사이에서 밸브 상자 시일
부재(11), 백업 부재(12)를 그 단면 형상
의 직경 방향으로 큰 압축비(25% 정도)
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0010]. 이 때문
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밸브 상자
시일 부재(11), 백업 부재(12)는 밸브 상
자(2)의 내주면(22)과 밸브 상자 시트(3)
의 외주면(23)과의 간극 폭(t)에 비해 매
우 큰 직경(L)의 단면 형상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밸브상자(2)의 내주면에 형성된
홈(20)에 밸브 상자 시일 부재(11), 백업
부재(12)를 배치한 초기 상태에서, 밸브
상자 시일 부재(11), 백업 부재(12)는 그
의 단면 형상에서 절반 이상을 홈(20)으
로부터 돌출시키고, 강하게 압축하여 필요
한 접촉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001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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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구성요소 2의 밸브시트의 이중 시일부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되지 않은 것이고,
밸브시트의 이중 시일구조를 개시한 이 사건 종래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
세서에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지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에서 인
용된 적도 없으므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래기술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3은 그 시일부재
(51)가 유체의 흐름과 무관하고 형상도 탄성 변형을 위한 여유 공간을 주기 것
이어서 선행발명 1과 목적이 달라 선행발명 1에 결합될 동기가 없다.
2. 구성요소 3의 오목부는 선행발명 3에서 시일부재(51)의 오목한 공간(59)과 대응
하는데, 각각의 위치와 형상이 다르다. 또한 구성요소 3의 오목부는 유체의 도
입부가 테이퍼면으로, 유출부가 원통면으로 형성됨으로써 유체의 소용돌이를 발
생시켜 유체 내 이물이 오목부로 쉽게 들어가게 하여 체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
로, 이를 기술적 의의가 없는 단순한 오목부로 볼 수 없다.

◈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2의 밸브시트에 오목부를 두어 이중으로 밀봉함으로써 밀폐효과를 증
대시키는 시일부 구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이하 ‘이
사건 종래기술’이라 한다)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3은 시일 부재와 밸브 시트면이 맞
닿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서 오목부를 형성하고 그 오목부 양쪽의 돌출부가 밸
브 시트면과 맞닿도록 형성함으로써 이중으로 밀봉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동일하고, 유체의 흐름을 막는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에 결합될 수 있다.
2. 구성요소 3에서 내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한정
한 오목부의 형상은, 선행발명 3에서 시일부재(51)의 오목한 공간(59) 후퇴면
형상이 테이퍼면인 것과 유사하고, 외주면 형상을 테이퍼면에서 원통면으로 변
경하는 것은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 3에서 한정한 오목부 형상으로 인하여 이물이 오목부에 잔
류하여 격리되는 효과는 시일부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나타나는 일시적으로 우연
한 상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으로 인한 현저한 기술적 효과가 아니다.

- 102 -

◈ 검토 의견
다이어프램 밸브의 2중 구조의 밸브시트의 구성을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 명세서의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는 주지관용기술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며, 대응구성의 기능
과 작용효과도 고려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시트 누설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킨 다이어프램 밸
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8] 참조). 이와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개량
된 본체 시일 및 밸브 시트 장치를 가지는 다이어프램 밸브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비용 및 성능으로 제조 가능하고, 장치의 전체적 치수는 동일하나 유량은 증가시킨
다이어프램 밸브 시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5] 참조). 그리고 비교대
상발명 2는 체크 밸브에 밸브 시트를 압입할 때 압입이 용이하도록 리테이너 구멍
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홈을 밸브 시트에 형성한 체크 밸브에 관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도 3, 4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밸브 시트를 장착할 때
에 탈착을 방지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압축율로 소정의 면압과 접촉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시일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13] 참조).
먼저 기술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모두 밸브의 시트 구조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이아프램을 밀봉하는 시일
부를 2중으로 형성하여 시트 누설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데, 비교대상발명 3에는 시트면에 접촉하는 시일 부재의 시일 부분을 2중으로 형성
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서 시트부분 누설의 발생을 이중으로 방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
적은 특이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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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구성별 대응관계
구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유체 유입 통로, 유체 유출 통로
및 상향으로 개구한 오목부가 마
련된 보디와, 보디의 오목부의 바
닥면에 배치된 환형의 시트와, 시
트에 압박·이격됨으로써 유체 통
로의 개폐를 행하는 탄성 변형 가
능한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어프램 밸브에 있어서,

내부에 유체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개구
를 구비한 제1 본체와 상기 제1 본체에
축방향으로 결합되어 상기 유입로와 유
출로 사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그
사이에 체결되는 윤곽의 다이아프램 시
일을 구비하고, 제2의 본체를 가지는 형
식의 다이아프램 밸브의 밸브시트 장치
를 제공하며, 상기 밸브시트 장치는 상
기 유체용 개구의 하나를 둘러싸며, 다
이아프램을 향해서 축방향으로 연신하는
제1 돌출턱과 상기 제1 돌출턱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간격을 두
고 그 사이에 오목면을 형성하는 제2
돌출턱과 상기 오목면에 배치되는 밸브
시트를 가지며, 상기 제2 돌출턱은 제1
돌출턱보다 긴 거리에 걸쳐서 다이어프
램을 향해서 축방향으로 연신하고 상기
밸브시트는 제2 돌출턱을 넘어서 축방
향으로 연신해서 제1 돌출턱으로부터
오목면 속에 유지시키며, 상기 밸브시트
는 다이어프램의 제1부와 계합하여 시일
을 형성해서 일방의 개구를 폐쇄시키는
상면을 가지며, 상기 상면은 다이아프램
과 계합할 때 대체로 그 윤곽이 합치된
다(식별번호 [0007] 및 도 6B 참조).
돌출턱(44, 46) 사이의 오목면(42)에 형
성된 밸브 시트링 부재(4)(식별번호 [00
13] 및 도 6A 내지 6C 참조)

구성 1

구성 2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
간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시
트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내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1 시
일부가 되고, 시트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외측 부분과 다이어프
램 사이가 제2 시일부가 되며,

구성 3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
간 부분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
되어 있고, 상기 환형의 오목부
는, 내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되
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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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1)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내부에 유체의 유입과 유
출을 위한 개구를 구비한 제1 본체와 상기 제1 본체에 축방향으로 결합되어 상기 유
입로와 유출로 사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그 사이에 체결되는 윤곽의 다이아프램
시일을 구비하고, 제2의 본체를 가지는 형식의 다이아프램 밸브의 밸브시트 장치를
제공하며, 상기 밸브시트 장치는 상기 유체용 개구의 하나를 둘러싸며, 다이아프램을
향해서 축방향으로 연신하는 제1 돌출턱과 상기 제1 돌출턱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오목면을 형성하는 제2 돌출턱과 상기 오목면
에 배치되는 밸브시트를 가지며, 상기 제2 돌출턱은 제1 돌출턱보다 긴 거리에 걸쳐
서 다이어프램을 향해서 축방향으로 연신하고 상기 밸브시트는 제2 돌출턱을 넘어서
축방향으로 연신해서 제1 돌출턱으로부터 오목면 속에 유지시키며, 상기 밸브시트는
다이어프램의 제1부와 계합하여 시일을 형성해서 일방의 개구를 폐쇄시키는 상면을
가지며, 상기 상면은 다이아프램과 계합할 때 대체로 그 윤곽이 합치된다(식별번호
[0007] 및 도 6B 참조).’와 대응된다. 양 구성은 다이어프램 밸브에 있어서 유체 유입
통로와 유출 통로, 상향으로 개구한 오목부, 오목부에 마련된 환형의 시트에 의해 통
로를 개폐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다이어프램으로 이루어진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돌출턱(44, 46) 사이의 오
목면(42)에 형성된 밸브 시트링 부재(40)와 대응된다(식별번호 [0013] 및 도 6A 내지
6C 참조). 양 구성은 다이어프램을 밀봉하는 시트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시트의 중간에 오목부가 형성됨으로써 2개의 시일부가 형성
되는 구성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시트링 부재(40)는 하나의 시일부가 형성되는
구성인 점에서 그 형상에 차이가 있다. 상기 차이점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밸브 시트면(20)에 접촉시킨 고무제 시일 부재(21)를 스프링으로 밸브 시트면(20)측으
로 밀어붙여 리테이너(22) 구멍에 압입한 체크 밸브(‘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도 3
내지 5 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비교대상발명 2의 고무제
시일 부재(21)는 밸브 시트면(20)과 접하는 부분이 가운데 원형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환형상으로 돌출부분이 밸브 시트면(20)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밀폐 구성을 이루는 발
명이 공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 ‘본 발명의 버터플라
이 밸브 시일 구조는 밸브통의 내부에 통모양의 밸브통 시트를 배치하고 밸브통 시
트의 외주면에 대면하는 밸브통의 내주면에 단면 방형의 시일 부재용 홈을 밸브통
시트의 외주 방향으로 연장해서 형성하고, 시일 부재용 홈에 밸브통의 내주면과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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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시트의 외주면의 사이를 밀봉하는 시일 부재를 배치하며, 밸브통 시트의 내부에
밸브봉의 축심을 따라 회전하여 밸브통 시트의 유로를 개폐하는 밸브체를 배치한 버
터플라이 밸브에 있어서, 시일 부재는 내측면에 밸브통 시트의 외주면과 맞닿는 평탄
부를 가지고 외측면에 시일 부재용 홈의 저면과 맞닿는 평탄부를 가지며, 축심 방향
의 양측단면에 시일 부재용 홈의 양측면에 각각 맞닿는 평탄부를 가지며, 밸브통 시
트의 장착 시에 밸브통 시트의 단부를 안내하는 경사면을 내측면의 양측 테두리에
가지며, 밸브통 시트의 장착 시에 시일 부재에 생기는 탄성변형을 흡수하는 공간을
시일 부재용 홈의 대향면과의 사이에 형성하는 후퇴면을 외측면 및 양측단면에 가지
는 것이다(식별번호 0014] 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비교대상
발명 3에는 유로를 밀폐하는 시일 부재와 밸브 시트면이 맞닿는 부분의 형상이 가운
데는 오목부를 형성하고 오목부 양쪽에서 돌출된 부분이 밸브 시트면과 맞닿도록 형
성함으로써 이중으로 밀봉하는 구성이 공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
발명 1 내지 3은 모두 밸브 시트면과 시일 부재의 밀봉과 관련된 시일 부재의 형상
에 관한 기술이어서 동일한 기술분야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들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2 및 3에 공
지된 시일 부재의 밸브 시트면과 맞닿는 부분의 가운데에 오목부를 만들고 양측면에
돌출부를 형성하여 이중으로 밀봉부를 형성한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밸브 시트링
부재(40)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같이 이중으로 밀봉하는 구성으
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구성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간 부분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환형의 오목부는, 내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는 구성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
명 1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시일 부재(21)가 상부
의 중간 부분에 원형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상기 오목부는 내주면이 테이퍼면이고 바
닥이 평탄면이 구성이 공지되어 있으며(도 3 내지 5 참조), 비교대상발명 3에는 시트
면과 접하는 부분의 가운데에 오목부가 형성되고 양측면으로 돌출된 평탄부가 형성
되며, 오목부의 내주면이 테이퍼면인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 바(도 2 내지 4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2 및 3은 오목부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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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형의 오목부에 의한 제1, 2 시일부 및 환형의 오목부의 내주면이 테이퍼면이고
외주면이 원통면인 형상에 대해 개시되거나 암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3의 버터플라이밸브에 있어서(도 2 내지 4 참조), 밸브통 시트(3)와 밸
브통(2)이 원통형상이므로 두 구성 사이에 형성된 시일 부재(51, 52)도 원형상으로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일 부재(51, 52)가 밸브통(2)의 시일 부재용 홈(15, 16)에
맞닿는 부분이 평탄부(54)이고 양 평탄부(54) 사이에 형성된 오목한 공간(59)도 시일
부재(51, 52)를 따라 형성되며 오목한 공간(59)의 양쪽에 형성된 두 개의 평탄부(54)에
의해 환형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목한 공간(59)은 후퇴면(57)
이 테이퍼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3의 오목한 공간(59)을 형성하는
내주면인 후퇴면(57)이 모두 테이퍼면 또는 경사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오목부의 내주면과 외주면 중에서 외주면이 원통면인 형
상과 미차가 있으나, 오목부의 외부면 형상을 테이퍼면에서 똑바른 원통면으로 변경
하는 정도는 시일 부재가 형성된 밸브의 유체 특성이나 밸브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는 시일 부재의 형상에 대한 단순 설계변경 정도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3에 공지된 시일 부재의 형상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
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단순한 형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비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목적 또한 특이하지 않다. 그리고 그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발명들로부터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
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
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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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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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
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거절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1

유체 유입 통로, 유체 유출 통로
및 상향으로 개구한 오목부가 마련
된 보디와, 보디의 오목부의 바닥면
에 배치된 환형의 시트와, 시트에
압박·이격됨으로써 유체 통로의
개폐를 행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
어프램 밸브에 있어서

유체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개구(16,
18)를 구비한 제1 본체(10)와, 상기 제
1 본체에 축방향으로 결합되고, 상기
유입로와 유출로 사이의 흐름을 제어하
기 위해 그 사이에 체결된 윤곽의 다이
어프램(28)을 구비한 제2 본체(26)를
갖는 형식의 다이어프램 밸브용 밸브
시트 배치에 있어서, 상기 유체용 개구
중 하나를 둘러싸고, 상기 다이어프램
을 향해 축방향으로 연신하는 제1 플
랜지(44)와, 상기 제1 플랜지로부터 외
측으로, 반경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오목부(42)를 형성하는 제2
플랜지(46)와, 상기 오목부에 배치된
밸브 시트(40)를 갖는 것(청구항 1)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
간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시트
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내측 부
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1 시일
부가 되고, 시트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외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
가 제2 시일부가 되며

상기 밸브 시트는 상기 제2 플랜지
(46)를 넘어 축방향으로 연신하여 상기
제1 플랜지(44)에 의해 상기 오목부
(42) 안에 유지되고, 상기 밸브 시트는
상기 다이어프램의 일부와 걸어 맞춤되
며, 또한 시일을 형성하여 한쪽의 상기
개구를 폐쇄하는 상면(40a)을 갖고, 상
기 상면은 상기 다이어프램과 걸어맞춤
되었을 때, 대체로 상기 다이어프램의
윤곽에 합치하는, 밸브 시트 장치(청구
항 1)

2

3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
간 부분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되
어 있고, 상기 환형의 오목부는, 내
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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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구성 없음)

대표
도면

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
소 2는 밸브시트의 이중 시일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밸브시트(40)는 단일 시일구
조인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과 구성요소 3의 밸브시트 오목부 형상은 그 내주
면이 테이퍼면, 바닥면이 평탄면, 외주면이 원통면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
하는 구성이 없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이 다르다.
다.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종래기술을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
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
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
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
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
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이중 시일구조는 이 사건 종래기술과 유사하여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종래기술을 결합한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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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종래기술을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① 심사관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
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선행
발명들에 주지관용기술이 결합될 수 있다는 취지로는 의견제출통지를 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심결도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주지관용기술에 대하
여는 주장이 없었다. 이 사건 종래기술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 사
건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②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
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목
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
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
술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래기술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전제부에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종래기술이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종래기술은 ‘다이아프램 밸브 구조’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의를 보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
명 3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시트는 다이어프램이 압박·이격되는 대상으로서 유체
통로의 개폐를 행하는 기능을 한다[0009]. 이에 반하여 선행발명 3의 시일부재는 밸
브 상자의 내주면과 밸브 상자 시트의 외주면 사이에 형성된 간극을 밀봉하여 밸브
상자 시트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0013, 0014], 유체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지
않고 유체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 본체와 분리된 공간에 개시되는 것으로, 유체 통로
의 개폐와는 무관하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시트는 오목부가 형성됨으로써 시트와 다이어프램 사
이에 이중 시일구조가 되어 제1 시일부에 이물이 끼어 제대로 시일하지 못해 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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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라도 제2 시일부에 시일 기능이 유지되어 유체 누출이 방지되는 효과
가 있고, 제1 시일부에 낀 이물이 유체에 의해 오목부로 들어가 이 부분에 체류하는
기능이 있다[0012, 0013]. 반면 선행발명 3의 오목부는 밸브 상자 시트를 장착할 때
시일부재에서 발생하는 탄성변형을 흡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0023], 밸브 상자 시트 장착 후 더 이상 개방되지 않으므로 유체에 포함된 이물이
격리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고, 유체 누설 방지와도 무관하다.
③ 선행발명 3의 시일부재는 오목부가 내부에서 막힌 구조를 가진다. 이는 단
면이 원형인 시일부재는 접촉 면적이 작고, 시일부재의 절반 이상이 홈으로부터 돌출
되면 안정성이 나쁘며, 시일부재가 홈으로부터 탈락하기 쉬운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일부재에 발생하는 탄성변형을 흡수하는 공간을 두었다. 그
런데 이를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내부가 뚫린 구조로 변경하게 되면 시일부재가 홈
으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선행발명 3의 과제해결원리에 반하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차이점 2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여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특허를 거
절할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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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허5430 거절결정(특) 2020. 5. 29.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장치

관련사건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233

2018원1434

<성립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이 사건 최종 명세서 및 도면

을 제3호증: 최신 공업열역한 제4판(노승탁 저, 문운당, 2012.1.2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출력에너지, 즉 기체가 수차를 회전
시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는 그 과정 중에 기체의 부력을 이용하거
나 수차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에 상관없이 입력에너지인 기체를 일
정압력으로 가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압축된 기체가 액상물질 속에 잠겨 있는
수차를 회전시켜야 하며 이 경우 수차의 각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압력(물일 경우 수압)이 에너지 손실로 작용하므로 발전기에서 출

심결요지

력되는 전기에너지는 기체발생장치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보다
항상 작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라고 할 수
없다.
기체발생장치에서 기체를 액체 속에 공급하면 그 기체의 부력으
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은 생산되는 전기에너지가 기체발생장치에 투입되는 전
기에너지를 초과할 수 없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이므로 특허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출원명세서의 위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제6항 출원발명

판결요지

은 2개를 초과하는 개수의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기체 발
생장치로부터 제1 저장조의 하부로 공기를 유입하면, 유입된 공기

(청구기각)

가 각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각
저장조마다 생성된 에너지의 총합은 기체 발생장치에 투입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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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다 크다는 것을 기술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의 주장도 그러하다).
제6항 출원발명은 ① 공기 발생장치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어 공
기가 압축되고, ② 압축된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면서 운동에
너지를 가지며, ③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 수차가 회전하면서 수차
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④ 수차와 동력 전달부재로 연결된 발전
기가 구동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며, ⑤ 인접한 저장조에서 위②,
③, ④의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기 발생장치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공기의 운동에너지, 수차의 운동에너지, 발전기에서 생성
되는 전기에너지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
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수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각 저장공간의 압력은 동일하
지 않고 액체와 기체의 기둥으로 인한 압력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
으므로, 최초 유입구에 한 개의 저장조 액체 기둥을 밀어낼 수 있
는 압력을 가진 기체를 유입시키면 추가 에너지 공급 없이 그 기체
가 마지막 저장조를 지나 외부로 배출될 수 없음은 기술상식상 당
연하다. 그런데 제6항 출원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
지가 생산되는 것을 기술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발명의 주요내용
이 사건 출원 발명
【청구항 1】 다량의 기체를 일정 압력으로 유입시키는 기체 발생장치; 일정한 제1 내
부 공간부에 일정량의 액상물질이 담겨 있는 제1 하우징과, 상기 기체 발생장치가 상
기 제1 하우징의 하단 부분에 결합되어 다량의 기체를 제1 기체 유입구를 통해 입력받
으며, 상기 제1 내부 공간부 중에서 제1 수차가 잠겨 있고, 상기 제1 내부 공간부의
상단 부분에 액상물질이 없는 제1 기체 압축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제1 기체 압축 공
간에 대응하는 상기 제1 하우징의 외부면 일측에 제1 기체 유출구를 형성하는 제1 저
장조; 및 일정한 제2 내부 공간부에 일정량의 액상물질이 담겨 있는 제2 하우징과, 상
기 제2 내부 공간부 중에서 제2 수차가 잠겨 있고, 상기 제2 내부 공간부의 상단 부분
에 액상물질이 없는 제2 기체 압축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제1 기체 유출구와 상기 제
2 하우징의 하단 부분에 형성된 제2 기체 유입구를 연결하여 기체가 이동하는 연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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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 기체이동배관이 형성되는 제2 저장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저장조는 상기 기체
발생장치로부터 상기 제1 하우징의 제1 내부 공간부로 다량의 기체를 지속적으로 유입
하면, 상기 유입된 기체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부력의 운동에너지로 상기 제1 수차
날개를 회전시켜 상기 제1 수차의 회전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상기 제1 기체 압축 공간
은 액상물질 속에 기체가 모여서 일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상기 기체이동배관을 통
해 상기 제2 저장조의 제2 기체 유입구로 이동하며, 상기 유입된 기체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부력의 운동에너지로 상기 제2 수차날개를 회전시켜 상기 제2 수차의 회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장조와 상기 제2 저장조 이외에 수평 방향
으로 나란하게 복수의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상기 각각의 저장조는 수평 방
향으로 상기 동력 전달부재로 연결되고, 각각의 저장조에 형성된 수차를 내부 바닥면
에 형성된 상기 수차회전부재에 연결하며, 상기 복수의 저장조 중에서 상기 기체 발생
장치가 연결된 제1 저장조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저장조는 상기 수차가 배치되지 않
고 일정량의 액상물질이 담겨 있으며, 상단이 개방되어 외부로 기체를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이하 청구항 6에 기재된 출원발명을
‘제6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부력 발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액체에 잠겨 있는 수차에 지
속적으로 기체를 공급하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에 의해 수차가 회전
하여 회전 에너지를 발생하고 수차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력
을 생산하는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2-0004] 일반적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지열 등으로 대변되는 신재생 에
너지 발전장치들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발전 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기에 자
연 현상의 강도에 따른 편차적, 시간적, 지형적 요인에 의해 비교적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장치들은 건설 비용 및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
도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막대하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등의 장점
이 있어 미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인 부력 발전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자연 현상
의 강도에 따른 편차적, 시간적, 지형적 요인에 의해 비교적 효율이 떨어지며, 수직적
확장을 통해 발전량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크기에 비례하는 사용 에
너지의 증대와 저장조 제작, 유지의 어려움, 터빈의 크기와 개수에 제한적 측면이 있어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효율적 활용이 어려워 사용되지 않고 있다.
[000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액체에 잠겨 있는 수차에 지
속적으로 기체를 공급하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에 의해 수차가 회전
하여 회전 에너지를 발생하고 수차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회전시
켜 전력을 생산하는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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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저장조 하부로 유입된 압축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면서
수차를 회전시킨 다음 저장조 상부에 모였다가 옆에 위치한 다른 저장조 하부로
이동하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핵심은 제6항 출원발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각 저장
조의 수차에 의해 생성된 전기에너지의 총합이 기체발생장치로 공급되는 전기에
너지보다 커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저장조의 개수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수를 갖추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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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기가 물 속에서 상승하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기체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에너지만큼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으로
서, 처음 공기가 유입될 때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행태로 변경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장치에서도 처음 유입되는 공기의 에너지 중 일부가 수
차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마찰 등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남은 에
너지가 출구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전장치는 부력에 의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기체가 에너지 소모없
이 다음 수차를 연쇄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인데, 변론과정에서 특허법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만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에 대
해서는 자연법칙 위배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발명의 핵심은 부력터빈을 병렬
로 다수 연결하여 기체발생장치로의 입력에너지보다 출력에너지가 크도록 구성하는
것이며, 제6항 발명은 이러한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진술에 근거하여 제6항 발
명에 대하여만 자연법칙 위배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개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액상물질(물)에 잠겨있는 수차를 구비한 저장조를

- 116 -

복수개 병렬로 연결하고 기체발생장치를 통해 다량의 기체를 일정압력으로 저장조에
공급하면,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체의 부력에 의해 수차는 회전하고 수차
의 회전력으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된 높은 효율의 발전장치
를 구현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발전장치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와 발전장치를 작동
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비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발전장치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체발생장치 이
사건 명세서에는 기체발생장치의 종류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심판청구서
등에는 기체발생장치의 예시로 압축기를 들고 있다
를 통해 다량의 기체를 일정압력으로 가압하여 저장조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
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 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여 특정
시스템에서 출력에너지는 입력에너지 보다 클 수 없다는 에너지보존법칙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출력에너지, 즉 기체가 수차를 회전시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는 그 과정 중에 기체의 부력을 이용하거나 수차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에 상
관없이 입력에너지인 기체를 일정압력으로 가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압축된 기체가 액상물질 속에 잠겨 있는 수
차를 회전시켜야 하며 이 경우 수차의 각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압력(물일 경우 수압)
이 에너지 손실로 작용하므로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는 기체발생장치로 공
급하는 전기에너지를 보다 항상 작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체를 가압하여 액체 속에 공급하면 그 기체의 부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부력에 의한 기체 이동에 따라 수차의 회전 에너지를 발생시켜 손실 에너지를 최소
화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식별부호 16). 그런데 기체의 부력에 의해 액
상물질에 잠겨있는 수차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차의 각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상
당한 크기의 저항(액상물질의 압력)을 이겨내야 하므로 압축한 기체를 액상물질속에
잠기지 않은 수차에 공급하는 경우보다 에너지 손실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손실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체의 부력에 의해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발전장치는 액상물질 속에 잠겨 있는 수차로만 이루어 진 것이 아
니라 액상물질이 있는 저장조의 바닥 근처로 기체를 일정압력으로 공급하여 기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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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너지를 부여하는 기체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부력은 밀도가 낮은
물체가 수면 아래에 위치할 경우 상승하는 힘으로서 밀도가 낮은 물체가 수면아래에
서 가지는 위치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체발생장치에 공급되어 밀도가
낮은 기체를 수면 아래로 위치시켜 기체에 위치에너지를 부여하는 에너지보다 부력
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클 수 없는 것이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3) 검토결과 정리
기체발생장치에서 기체를 액체 속에 공급하면 그 기체의 부력으로 전기를 생산
한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생산되는 전기에너
지가 기체발생장치에 투입되는 전기에너지를 초과할 수 없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특허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거절이유 및 다른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
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저장조 하부로 유입된 압축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면서
수차를 회전시킨 다음 저장조 상부에 모였다가 옆에 위치한 다른 저장조 하부로 이
동하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핵심은 제6항 출원발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각 저장조
의 수차에 의해 생성된 전기에너지의 총합이 기체발생장치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보다
커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저장조의 개수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수를 갖추어야만 한다. 제2차 변론조서 참조.
나. 제6항 출원발명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 것인지
1) 제6항 출원발명은 제1, 2 저장조 외에도 복수의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
을 기술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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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본 발명의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100)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6개의
저장조를 예시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기 저장조는 수평적 확장
(7개, 10개 등)과 감소가 가능하며, 크기도 가변시킬 수 있다.
[0127]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의 발전 원리
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0133-0135]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100)는 제1 저장조(200)에 기체 발생장치
(208)를 통해 압축된 기체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 기체가 수차날
개와 수차날개의 사이에 모여 상부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승하게 되는 부력에
의해 수차를 회전시키게 되며, 수차를 빠져 나온 후, 기체 압축 공간으로 모이
게 된다. 기체 압축 공간에 모인 기체는 연결배관을 통해 제2 저장조(300)로 이
동하게 된다. 제2 저장조(300)로 유입된 기체는 부력에 의해 수차날개(301a)를
회전시키고 상부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며, 제2 저장조(300)의 기체 압축 공간
(305)에 모인 후 기체이동배관(408)을 통해 제3 저장조(400)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4 저장조(500), 제5 저장조(600), 제6 저장조(700)까지 순차적으로
기체 이동이 이루어지며, 제6 저장조(700)에서 기체를 배출한다. 수평 확장 부
력터빈 발전 장치(100)는 부력에 의한 기체의 이동에 따라 수차의 회전 에너지
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로 연결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0146-0148] 도 11은 도 10의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에서 확장성 적용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의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100)는 저장조가
더해지는 확장성 적용의 설명이며 사용 에너지와 획득 에너지를 예시한 것이
다. 예를 들면, 수평 확장 부력터빈 발전 장치(100)는 15 사용 에너지를 투입하
면, 각 저장조에서 3 획득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사건 출원명세서의 위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제6항 출원발명은 2개를 초과하는
개수의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기체 발생장치로부터 제1 저장조의 하부로 공
기를 유입하면, 유입된 공기가 각 저장조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
하는데, 각 저장조마다 생성된 에너지의 총합은 기체 발생장치에 투입된 에너지보다
크다는 것을 기술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장도 그러하다).
2) 그런데 자연법칙 중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서
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
존된다는 법칙이다. 제6항 출원발명은 ① 공기 발생장치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어 공
기가 압축되고, ② 압축된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면서 운동에너지를 가지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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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공기에 의해 수차가 회전하면서 수차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④ 수차와 동
력 전달부재로 연결된 발전기가 구동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며, ⑤ 인접한 저장조
에서 위 ②, ③, ④의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에너지의 전환’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기 발생장치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가 공기의 운동에
너지, 수차의 운동에너지,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수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각 저장공간의 압력은 동일하지 않고 원
고도 각 저장공간의 압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제2차 변론조서 참조).
액체와 기체의 기둥으로 인한 압력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초 유입구에 한
개의 저장조 액체 기둥을 밀어낼 수 있는 압력을 가진 기체를 유입시키면 추가 에너
지 공급 없이 그 기체가 마지막 저장조를 지나 외부로 배출될 수 없음은 기술상식상
당연하다. 그런데 제6항 출원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
을 기술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6항 출원발명은 수차를 회전시키는데 기계장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각 저장조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력에 의해 수차가 회전하는 것이
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각 저
장조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외부 자연계에서 저장조 내부로 투입되는 별
도의 에너지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저장조 내의 액체 내에서 발생하는 부력은 공기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
로 작용하는 것이지, 부력 그 자체가 자연계에서 저장조 내로 공급되는 에너지라 볼
수는 없다. 부력에 의해 저장조 하부에 유입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공기의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대신 공기가 움직임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커
지게 되는데, 부력은 공기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부력으로 인해 저장조 내부의 전체 에너지의 총합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6항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을 때 그 하나의 항이
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다른 청구항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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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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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허6051 거절결정(특) 2020. 6.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부식 억제제로서의 아졸 화합물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7029959

2017원4485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9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금속 표면에 제공
되어 금속 표면의 부식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두 아졸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개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 및 목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것이다.

심결요지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아졸 화합물의 성분비,
양이온과 음이온을 제공하는 성분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
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구성 성분들에 대해 비교대
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식 억제제는 금속 표면에 직접 작용하여 그 화학적 성질을 전
환함으로써 내식성을 강화하는 전환 조성물과 접착제를 도포하기

판결요지
(청구기각)

전이나 페인트 등을 도포하기 전에 세정된 금속 기판에 별도의 보
호 코팅층을 형성하여 내식성을 강화하는 프라이머 조성물이 있는
데, ① 선행발명 1에는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전환 조성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점, ② 선
행발명 2에는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별다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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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나 변경 없이 전환 코팅 조성물로 사용되거나 프라이머 층에
적용되는 유기 프라이머의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다는 점,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금속 기판의 표면에 접촉시켜 전환 조성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프라이머에 혼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④ 선행발명 1의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프라이머 층에만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기술 1로부터, 또는 이에 선행기술 2를
결합하여 ‘금속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환 조성물로 사용하는
것’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비교대상발명 1]
2,5-디머캅토1,3,4-티오디아졸
0.0005g/L 내지 3g/L의 양으로 존재하 (DMTD)[0122]
는 아졸화합물
[비교대상발명 2]
아졸 화합물의 한 종류인 DMTD의 함량을
0.015~1.5 g/L로 제시

리튬 양이온

[비교대상발명 1]
Zn, Al, Mg, Ca, Ti, Zr, Ce 및 Fe로부터 선
택된 양이온[0122]
[비교대상발명 2]
리튬 양이온

카보네이트

[비교대상발명 1]
포스페이트, 폴리포스페이트, 포스파이트, 몰
리브데이트, 실리케이트, 시안아미드로부터 선
택된 음이온[0122]
[비교대상발명 2]
카보네이트

수성캐리어를 포함하는

[비교대상발명 1]
물을 포함함[0023]

금속 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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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조성물

금속 기판에 도포하기 위한 부식 억제제 조성
물로서[0122], 프라이머 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음[0002]
[비교대상발명 2]
DMTD 및 다양한 DMTD 유도체가 전환 코팅
조성물의 억제제 성분으로서 가용성 또는 부
분 가용성 형태로 적용가능함[0026]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은 프라이머 층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환 조성물로 사용되는 이 사
건 출원발명과 다르고, 전환 조성물로 사용되는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결
합할 동기나 암시는 없다.
2. 선행발명 2는 부식 억제제를 구성하는 유기 성분으로 티오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아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기술 사
상이 서로 다르므로, 선행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도출할 수 없다.
3.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금속 양이온으로 리튬 양이온을 사용하거
나 음이온으로 카보네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않고, 아졸 화
합물의 함량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없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금속 양이온을 리튬 양이온으로 음이온을 카보네이트로 특
정하여 금속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환 조성물로 사용하는 것인데, 특허법원은 이
에 대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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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아졸 화합물, 금속 양이온 및 수성 캐리어를 포함하
는 금속 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 조성물은 내식성을 제
공하고 산화 및 열화의 방지 또는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금속 표면 코팅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표면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
면 코팅을 위한 프라이머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알루미늄 또
는 강철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부식 억제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어
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금속 표면에 제공되어 금속 표
면의 부식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두 아졸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 및 목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이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은 ‘0.0005 g/L 내지 3 g/L의 양으로 존재하는 아졸 화합물’인데, 이
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부식 억제제의 활성 원소로 이미다졸, 트리아졸과 같
은 아졸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으나(청구항 1, 2 참조), 성분비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
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부식 억제제의 성분으로
2,5-dimercapto-1,3,4 티아디아졸(DMTD)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 중 표 3에는 Zn(DMTD)2의 성분비로 78g/50gallons이라고 개시되어 있는데, 이
를 환산하면 0.4g/L의 수치가 되어 구성 1의 성분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 비교대상발명 1, 2의 조합을 통해서 또는 비교대
상발명 2를 통해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구성 2 및 구성 3
구성 2 및 구성 3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제공하는 성분으로 리튬 양이온과
카보네이트가 활용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양이온을 제공하는 것으로 희토류
계 양이온이 활용될 수 있고, 음이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연염, 알킬암모니아염 또
는 사이클로알킬암모니아염이 활용되는 사항이 개시되어 있어서, 양이온 및 음이온
을 제공하는 성분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양이온을 제공하는 원소로 Bi, Co, Cd, Pb, Ag, Sb,
Cu, Ni, Li, La, Al, Pr 중 선택되는 1종으로부터 양이온이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개
시되어 있어서, Li 원소가 양이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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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음이온을 제공하는 성분으로 인산염,
몰리브덴산염, 붕산염, 규산염, 텅스텐산염, 카보네이트, 이산화규소 등의 성분으로부
터 선택되는 1종이 활용되는 사항이 개시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
명 2로부터 카보네이트를 채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 2 및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구성 4
구성 4는 ‘수성 캐리어’인데,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물을 주요
성분으로 함이 청구범위에 직접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부식억제 성분이
물에 용해되어 일정 수준의 용해도를 가지는 것임이 개시되어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2 역시 물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 4는 비교대
상발명 1, 2의 대응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조성물은 금속 표면의 화학적 성질을
개질하는 전환 조성물인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은 프라이머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서 금속 기판의 표면 화학적 성질을 개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의 주장과 함께 비교대상발명 2는 조성물이 수용액 상태로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체 안료만을 교시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프라이머 조성물이라고 직접 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아졸 화합물, 양이온을 제공하는 금속 원소 및 음이온을 제
공하는 염 성분을 구비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역시 금속 표면의 화학적 성질
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나타내는 조성물인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
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이 금속의 표면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
는 조성물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2가 실질적으로 고체 안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범위 제1항에 직접 물에 용해되는 사항 및 그 용해도가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는 조성물이 도포된 이후에 전환 코팅이 생성된다고 개시
되어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2의 조성물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조성물과 차
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수용되기 어렵다.
(4) 대비결과의 종합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금속 표면에 제공되어 금속
표면의 부식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두 아
졸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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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 및 목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것이다.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아졸 화합물의 성분비, 양이온과 음이
온을 제공하는 성분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를 나
타내는 구성 성분들에 대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의 구성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 1, 2에 의해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
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
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부식 억제제 성분으로 ‘아졸 화합물’을 사용한 것이다. 선행발
명 1의 대응구성은 부식 억제제 성분으로 ‘아졸 화합물’의 일종인 ‘2,5-디머캅토-1,3,4티오디아졸’(이하 ‘DMTD’라 한다)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
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부식 억제제 성분으로 ‘아졸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에서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은 아졸 화합물의 함량을 ‘0.0005~3g/L’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DMTD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2,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부식 억제제 성분으로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2, 3은 금속
양이온을 ‘리튬 양이온’으로, 음이온을 ’카보네이트‘로 특정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리튬 양이온‘과 ’카보네이트‘를 개시하고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하 ’차이점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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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물’과 같은 수성 캐리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같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억제
하기 위한 조성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5는 금속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환 조성물로 사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프라이머 층에 적용되어 사용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
써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차이점 3
부식 억제제는 금속 표면에 직접 작용하여 그 화학적 성질을 전환함으로써 내
식성을 강화하는 전환 조성물과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이나 페인트 등을 도포하기 전
에 세정된 금속 기판에 별도의 보호 코팅층을 형성하여 내식성을 강화하는 프라이머
조성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기술 1로부터,
또는 이에 선행기술 2를 결합하여 차이점 3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선행발명 1의 아래 기재는 ‘아졸 화합물의 일종인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금속 표면에 도포되어 전환 조성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위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처럼 전환 조성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
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접착제 결합 시스템 및 코팅, 특히 표면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프라이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0002].
부식 억제제 성분은 머캅토- 및/또는 티오-화합물 또는 그의 알킬-치환된 유도체의
유기 아연 염, 알킬-암모늄 염 또는 사이클로알킬-암모늄 염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며, 이의 예는 WAYNCOR 204라는 상표명으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다. 미
국특허 제6,139,610호(Sinko)에 예시된 제품인 WAYNCOR 204는 마이크로-결정성
수준에 인터페이스된 유기 및 무기 고체상 성분(이는 물리적 프로세스로 분리할 수
없고 단상 거동을 나타냄)을 함유하는 안정한 단일 하이브리드의 분산된 안료상 및
필름-형성 유기 중합체 성분을 포함하는 금속 기판에 도포하기 위한 부식 억제제 조
성물이다. 무기 고체상은 Zn, Al, Mg, Ca, Ti, Za, Ce 및 Fe로부터 선택된 양이온
및 포스페이트, 폴리포스페이트, 포스파이프, 몰리브데이트, 실리케이트 및 시안아미
드로부터 선택된 음이온을 포함한다. 유기상은 유기 머탑토- 및 티오-화합물의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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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알킬-암모늄 염 또는 머캅토벤조티아졸, 머탑토이아졸린, 머캅토벤즈이미다졸,
머캅토이미다졸, 2,5-디머캅토-1,3,4-티오디아졸, 5,5-디티오-비스(1,3,4-티아디아졸
-2(3H)-티오온, 머캅토벤즈옥사졸, 머캅토티아졸, 머캅토트리아졸, 머캅토피리미딘,
머캅토피리딘, 머캅토퀴놀린, 알킬- 및 사이클로-알킬 머캅탄, N-알킬- 또는 N-사이
클로알킬-디티오카르바메이트, 0,0-디알킬 및 0,0-디사이클로알킬-디티오포스페이트
와 같은 알킬-치환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미국특허 제6,139,610호는 본 명세서에 분
명히 참고로 표시된다[0122].

② 선행발명 2에는 아래와 같이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전환
코팅 조성물로 사용되거나 프라이머 층에 적용되는 유기 프라이머의 성분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프라이머 층에 적용되는 경우와 전환 코팅 조성
물로 사용되는 경우에 조성물의 성분 차이, 사용 시 유의점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즉 선행발명 2는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별다른 제한이나 변경
없이 프라이머 층과 전환 조성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선행발명
1, 2는 ‘DMTD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의 부식을 억
제한다는 목적이 동일하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의 ‘DMTD'와 동일한 물질인
선행발명 1의 부식 억제제 조성물 또한 프라이머 층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 조성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기 부식으로부터 알루미늄 합금(예컨대, Al 2020 T-3)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부식 제어 기술이 있다. 전환 코팅(conversion
coating)과 유기 코팅(organic coating)이 그것이다[0004].
보다 구체적으로 Hs-CN2SC-SH 또는 “DMTD"로 상징되는 2,5-디머캅토-1,3,4-티
오디아졸 및 이의 유도체는 Al 2024 T-3을 포함하여 알루미늄의 대기 부식을 억제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료 등급 형태의 DMTD 및 다양한 DMTD 유도체가 유기 프라
이머의 성분으로서 또는 알루미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환 코팅 조성물의 억제제
성분으로서 가용성 또는 부분 가용성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입증되었다
[0026].

③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금속 기판
의 표면에 접촉시켜 전환 조성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프라이머에 혼
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환 조성물로 사용하거나
프라이머에 혼입하여 사용할 경우 조성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조
성물의 취급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재는 없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
된 부식 억제제 조성물은 전환 조성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
라 프라이머 층에 적용될 수 있고,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중 전환 조성물의 경우를 선
택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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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판이 적절히 전처리되면, 원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조성물은
금속 기판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와 접촉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금속 기판은 침지 침
윤, 분무, 또는 브러시, 롤러 등을 사용한 스프레딩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조성물과 접촉될 수 있다[0056].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원에 기재된 아졸 화합물은 에폭시 또는 우레탄 또는 플
루오르화된 우레탄계 프라이머 및/또는 탑코트 배합물 또는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다.
프라이머 및/또는 탑코트 배합물 또는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경우, 아졸 화합물은
0.05g/1000L 조성물 내지 70g/1000L 조성물의 양으로 프라이머 및/또는 탑코트 배
합 또는 조성물에 존재할 수 있다([0060], [0061]).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포함
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1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부식 억제제 기능이 아니라 프라이머 층
을 구성하기 위한 조성물로 기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부
식 억제제 조성물이 프라이머 층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환 조성물로도 사
용 가능하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선행발명 1의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전환 조성물로 사용될 경우, 즉 금속 표면에 프라이머 층을 두지 않고 금속 표면
에 부식 억제제 조성물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프라이머 층을 형성할 필요가
없기에 선행발명 1 또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선행발명 1
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프라이머 층에만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
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0.0005g/L
내지 3g/L의 양으로 존재하는 아졸 화합물, 리튬 양이온, 카보네이트 및 수성 캐리
어(carrier)를 ‘포함하는’ 금속 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전환 조성물”이므로,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포함하는 구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이점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금속 양이온, 음이온을 선
행발명 2의 명세서에 예시된 ‘리튬 양이온’, ‘카보네이트’로 용이하게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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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 가능한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을 매우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중
금속 양이온으로 ‘리튬 양이온’을, 음이온으로 ‘카보네이트’를 단순히 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선행발명 1의 ‘칼슘 양이온’이나 ‘포스페이트’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금속 양이온은 부식 억제 특성을 갖는 다양한 금속 양이온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실시양태에서, 금속 양이온은 희토류 원소, 예컨대,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또는 Lu를 포함할 수 있다. 일
부 실시양태에서, 희토류 원소는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또는 Lu 및/또는 Y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실시양태에서, 희토류 원소
는 Ce, Y, Pr 및/또는 Nd를 포함한다. 다른 적합한 금속 양이온은 ⅠA족 또는 ⅡA족
금속 양이온(즉,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실시양
태에서, 금속 양이온은 알칼리 금속, 예컨대 Li, Na, K, Rb, Cs 및/또는 Fr, 및/또는
알칼리 토금속, 예컨대, Be, Mg, Ca, Sr 및/또는 Ba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금속 양이온은 리튬, 나트륨, 칼륨, 및/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실
시양태에서, 금속 양이온은 Ce, Y, Nd 및/또는 Li을 포함한다[0021].
금속 양이온은, 음이온 및 염의 양이온으로서의 금속 양이온을 갖는 염 형태로 용
액에 제공될 수 있다(즉, 금속 염이 조성물에서 금속 양이온에 대한 공급원으로 역할
을 할 수 있다). 염의 음이온은 희토류 원소, 알칼리 금속 및/또는 알칼리 토금속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음이온일 수 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및 희토류 원소와 염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음이온의 비제한적인 예는 카보네이트, 하
이드록사이드, 나이트레이트, 할라이드(예컨대, Cl-, Br-, I-, F-), 설페이트, 포스페이
트 및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0023].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에 포함되는 금속 양
이온의 종류로서 희토류 금속,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알칼리 금속의 한 종류인 리튬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음이온의 종류로 카보네이트
를 포함하여 하이드록사이드, 나이트레이트, 할라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한되지 않
는 음이온이 예시되어 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리튬 양이온’이 열거된 다른 종류의 금
속 양이온에 비하여, 그리고 ‘카보네이트’가 열거된 다른 종류의 음이온에 비하여 이
질적이거나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특정된 ‘리튬 양이온’과 ‘카보
네이트’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예시된 다른 금속 양이온이나 음이온과 동
등한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대체될 수 있다.
㉰ ‘칼슘 양이온’이나 ‘포스페이트’는 선행발명 1에서도 부식 억제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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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 중 하나로 예시되었다.
② 선행발명 2는 부식 억제제 조성물 중 금속 양이온, 음이온의 종류를 다양
하게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리튬 양이온’,
‘카보네이트’도 명시되어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를 참조하여 선행발명 1
의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리튬 양이온’ 및 ‘카보네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Zn(Ⅱ)-DMTD 염은 이전에 본 발명과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Sinko의 미국특허 제6,139,610호에 언급되어 있으며, 다른 금속 DMTD 및 TMT 염은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되어 효과적인 부식억제제인 것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Bi(Ⅲ),
Co(Ⅱ), Cd(Ⅱ), Pb(Ⅱ), Ag(Ⅰ), Sb(Ⅲ), Sn(Ⅱ), CuⅡ), Ni(Ⅱ) 및 또한 유사한 가용
성 Li(Ⅰ), Ca(Ⅱ), Sr(Ⅱ)m Mg(Ⅱ), La(Ⅲ), Ce(Ⅲ), Pr(Ⅲ), Zr(Ⅳ)염[0030].
DMTD의 안료 등급 형태는 Zn(DMTD)2 및 An-(DMTD)(전자의 다른 유기 및 무기
염 중에서) 및 후자의 무기 생성물 또는 부식 억제제 안료와의 조합, 예컨대; 포스페
이트, 몰리브데이트, 시안아미드 또는 미리 지정된 양이온성 종의 카보네이트뿐만 아
니라 선택된 산화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연포스페이트, 세륨몰리브데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스트론튬보레이트, 아연시안아미드, 세륨포스포텅스테이트, 및 각각 ZnO,
CeO3, ZrO2 비정질 SiO2 또는 이들 화합물의 조합을 포함한다[0048].

③ 선행발명 1, 2는 각 구성이 ‘부식 억제제 조성물이 DMTD, 금속 양이온 및
음이온’으로 동일하고, 사용형태와 목적이 ‘전환 조성물로 사용하거나, 프라이머 층에
적용하여’ 내식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동일·유사하며, ‘마그네슘’, ‘칼슘’, ‘세슘’의 양
이온이나, ‘포스페이트’, ‘몰리브데이트’ 음이온은 선행발명 1, 2에 공통적으로 예시되
어 있어서 선행발명 1, 2에 기재된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선행발명 1, 2의 명세서에 예시되어 있는 금속 양이온이나 음이온 이외
의 나머지 물질은 배제된다거나,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차이점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
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아졸 화합물의 함량 범위는 상한치가 하한치
의 6,000배에 달하여 매우 광범위한데, 명세서에는 “아졸 화합물은 조성물 1리터당
0.0005g 내지 조성물 1리터당 3g의 농도로 조성물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부 실시양태에서, 아졸 화합물은 조성물 1리터당 0.004g 내지 조성물 1리터당 0.1g의
농도로 조성물에 존재할 수 있다[0006].“는 기재만 있을 뿐, 아졸 화합물의 함량 범위
를 0.0005~3g/L로 한정함에 따라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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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상의 기술자는 여러 물질이 조합된 조성물을 만들 때 각 구성 물질이 포
함될 양을 강구하여 최적의 함량 범위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에서 한정된 아졸 화합물의 함량 범위가 ‘최적이라 여겨지는 적절한 함량 범위’ 이상
의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② 선행발명 2에는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디-머캅토 유도체는 리터당
0.01 내지 1000 밀리몰의 물에 대한 제한된 용해도를 갖는 것들이다. 매우 바람직
한 용해도 범위는 0.1 내지 10 mmole/l이다[0051].”라 기재되어 있고, 디-머캅토
유도체의 한 종류로서 DMTD를 예시하고 있는데[0026], 제시된 용해도와 DMTD
의 분자량을 감안하면 선행발명 2는 아졸 화합물의 한 종류인 DMTD의 함량을
0.015~1.5g/L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한정된 아졸 화
합물의 함량 범위에 포함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DMTD의 함량
범위 또한 선행발명 2의 DMTD의 함량 범위와 같은 범위로 채택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부식 억제제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아졸 화합물을 사용하는데 반
해, 선행발명 2는 티오 화합물(황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사용하므로, 선행발명 2로부
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선행발명 1은 부식 억제제의 활성 원소로 이미다졸, 트리아졸과 같은 아
졸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다. 선행발명 1,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구성이 ‘부식 억
제제 조성물이 DMTD, 금속 양이온 및 음이온’을 포함하므로 동일하고, 사용형태와
목적이 ‘전환 조성물로 사용하거나, 프라이머 층에 적용하여’ 내식성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동일·유사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의 아졸 화합물 함량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부식 억제제 조성물에 포함되는 유기물질로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DMTD를 포함한 아졸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고, 선행발명 2는 아졸 화합물의 한 종
류인 DMTD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DMTD
라는 아졸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티오 화합물의 사용
을 배제한다거나 선행발명 2에서 아졸 화합물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부정적 교시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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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
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
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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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허6242 거절결정(특) 2020. 5. 21.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파이프 조인트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3-123893

2018원843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코발트-인(Co-P)’ 합금피막(도금층)
의 표면에 불소코팅을 실시한 것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불소코
팅 아래에 니켈도금을 포함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
르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쉽게 극복될 수 있는지 살핀다.
먼저, 비교대상발명 2에는 니켈-인(Ni-P) 도금과 코발트-인
(Co-P) 도금이 호환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켈인(Ni-P) 도금은 비교대상발명 1의 니켈도금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비교대상발명 2가 파이프 조인트에 연결되는 부속품(밸브)과 관련
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

심결요지

의 기술내용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비교대상발명 2를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니켈도
금을 호환 가능한 코발트-인(Co-P) 도금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는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포함된 니켈도금을 비교대상발명 2의 코발트-인(Co-P)으로 치
환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코발트-인(Co-P) 합금
피막의 표면에 불소코팅을 형성한 구성’이 구현될 수 있다. 따
라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코발트인(Co-P) 합금피막을 구비하는 것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차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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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파이트 조인트가 코발트-인(Co-P) 합
금 피막 위에 불소 코팅층을 포함하는 구성은, 비록 명세서에 Co
-P 피막의 역할과 불소 코팅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재되
어 있지 않기는 하나, 명세서 전반의 기재를 볼 때 고경도의 CoP 피막이 너트의 반복 체결토크 유지 성능을 높이면서 불소 수지
코팅층을 지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o-P 피막이 기술적 의의가 없는 단순 피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달리, 선행발명 1은 「착탈의 반복에 따른
체결토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선행
발명 1과 2의 목적도 서로 상이하기에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도
용이하지 않고,
판결요지
(심결취소)

판결문 p. 15. 일부 발췌
즉, 선행발명 2는 갭 너트를 개시하고 있으나 그 소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내열성이 강한 히터 내장 밸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체결력 감소와 미립자 생성 방지를 위한다는 선행발명 1
과 목적을 달리한다.

고체윤활제인 불소 수지를 다른 윤활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이 주지의 기술이라는 특허청 측 증거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테플
론과 같은 유기 고분자화합물이 다른 윤활성 물질(예: 고체윤활제)
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혼합 가능한 고체윤활제로
경도 높은 금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연금속만 언급하고 있는바
상기 증거만으로는 선행발명 1의 불소 수지에 Co-P 합금을 고체
윤활제로 혼합할 동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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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상호 연통하는 유체 통로를 갖는 제1 및 제2
조인트 부재와, 양 조인트 부재의 맞댐부를
시일하는 시일 수단과, 조인트 부재끼리를
결합하는 너트를 구비하는 파이프 조인트(이
하, ‘구성 1’이라 합니다)로서, 너트 내면
에 Co-P의 합금 피막이 형성되고, 합금 피
막의 표면에 불소 코팅이 실시(이하, ‘구성
2’라 합니다)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조인트

[비교대상발명 1]
관 조인트에 관한 것으로, 두 배관 부재사
이를 캡 너트(40)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너
트 부재 위에 불소 코팅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비교대상발명 2]
히터 내장 밸브에 관한 것으로, 밸브 조인
트를 캡 너트로 연결하는 구성(명세서 식
별번호 [15])을 포함하고 있고, 슬라이딩
부에 내식성 및 비용이 우수한 니켈-인계
무전해 도금이나 긁힘에 대해 우수한 코발
트-인계 무전해 도금 처리를 실시하는 구
성이 나타나 있음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코발트-인(Co-P) 합금 피막의 높은 경도에 의한 효과는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의의는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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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에서 선행 1의 구성이 있다 가정한 경우]
니켈 도금과 코발트 도금은 예로부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
게 주지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예: 을 제12호증, Baker의 1941년 논문 등)
3. [선행 1 + 2로도 충분히 진보성 부정 가능]
선행 1 과 2에 모두 긁힘에 대해 우수하고자 하는 의의가 기재되어 있고, 선행
발명 1 과 2모두 마찰감소(윤활)에 관한 발명이고, 을 제8호증과 같이 교과서
에 불소 수지와 다른 고체윤활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상식인
바 선행 1에 선행 2의 코발트-인 도금을 부가하는데 기술적 곤란함이 없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에 코발트-인 합금 위에 불소코팅을 도포한 구성이 명백히 기
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효과 역시 도7과 8을 상호비교하여 충
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합금 피막층의 기술적 의의는 인정되어야 한다.
2. [선행발명 1에는 「모재(스테인리스)+구리+니켈도금+불소코팅」구성 X]
선행발명 1의 실시예는 「모재(스테인리스) + 불소코팅」일 뿐 선행발명 1 그 어디에
도 불소 코팅 하부에 금속 도금을 실시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음.
3. [선행발명 1 과 2 결합의 용이성 부정]
선행발명 1 과 2의 기술분야가 다를뿐더러, 선행발명 2의 Co-P 합금 피막은
마찰면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은 하지도금층이 아니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코발트-인(Co-P) 합금 위에 불소코팅을 도포한 것인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선행발명 1에는 탈지처리한 표면에 바로 불소코팅을 실시한
것만 나타나 있을 뿐이고, 코발트-인(Co-P) 피막이 너트의 반복 체결토크 유지 성
능을 높이면서 불소 수지 코팅층을 지지하는 효과도 있으며, 선행발명 2에는 갭 너
트를 개시하고 있으나 그 소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내열성이 강한 히터
내장 밸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체결력 감소와 미립자 생성 방지를 위한다는
선행발명 1과 목적을 달리하고, 선행발명 1은 「착탈의 반복에 따른 체결토크가 증
가」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선행발명 1과 2의 목적도 서로 상이
하기에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통해서
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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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파이프 조인트에 사용되는 너트와
관련하여 착탈을 반복하여도 마찰저항이 증가하지 않고 부스러기(미립자)도 발생하
지 않는 코팅층’을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비교대상발명 2도 파이
프 조인트와 인접한 밸브에 윤활성을 가진 도금층(코팅)을 형성하는 점에서 이 사
건 제1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2)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동일점
과 차이점이 있다.
가) 동일점(괄호 안의 표기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명칭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이프 조인트는 ｢제1조인트부재
(제1배관)와 제2조인트부재(제2배관)의 접촉 부위에 시일수단(개스킷)을 구비하고, 불
소코팅이 실시된 너트로 조인트부재들을 결합하는 구성｣을 가진 점에서 동일하다.
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코발트-인(Co-P)’ 합금피막(도금층)의 표면에 불소코팅
을 실시한 것에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불소코팅 아래에 니켈도금을 포함하는 점에
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쉽게 극복될 수 있는지 살핀다.
먼저, 비교대상발명 2에는 니켈-인(Ni-P) 도금과 코발트-인(Co-P) 도금이 호환 가
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켈-인(Ni-P) 도금은 비교대상발명 1의 니켈도금
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비교대상발명 2가 파이프 조인트에 연결되는 부속품(밸브)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비교대상발명 2를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니켈도금을 호환 가능한 코발트-인(Co-P) 도금으로 변경하는 정도
에는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포함된 니켈도금을 비교대상발명 2의 코발트-인
(Co-P)으로 치환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코발트-인(Co-P) 합금피막의 표
면에 불소코팅을 형성한 구성’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코발트-인(Co-P) 합금피막을 구비하는 것은 쉽게 극복될 수 있
는 차이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코발트-인(Co-P) 도금이 너트가 아니라 밸브장
치 부속품(밸브봉에) 형성된다는 이유를 들어, 비교대상발명 1의 너트에 위의 코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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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Co-P) 도금을 채용할 동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이프 조인트와 비교대상발명 2의 밸브장치는 유체를 이동시키는 점에서 상호 관련
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양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참작할 동기를
쉽게 가질 수 있다. 특히 비교대상발명 1의 너트는 불소수지 코팅 아래에 이미 니켈
도금을 포함하고 있어, 니켈-인(Ni-P)과 코발트-인(Co-P)이 호환된다는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만 단순히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여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그대로 도출된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2의 코발트-인(Co-P) 도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발트-인(Co-P) 합금피막과 용도·위치 등의 면에서 상이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사후적 고
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 코발트-인
(Co-P)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시사된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이 상
이한 것’은 비교대상발명 2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할 수 없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앞서 검토한 것처럼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이들
을 결합하면 코발트-인(Co-P) 합금피막을 포함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그대
로 도출되므로, 이러한 판단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고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나타난 기술내용을 결합하여(비교대상발명 1의 너트에
형성된 니켈도금을 코발트-인 도금으로 변경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생각해
내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휘할 수 있는 창작능력에 속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효과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도출함에 기술적 곤란
성이 없으므로, 그 구성으로 인한 효과(너트의 착탈을 반복하더라도 마찰저항에 따른
체결토크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미립자의 발생도 방지됨)도 쉽게 예측되는 사항
이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구성·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 쉽게 도
출되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특허출원이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체로서 거절되어
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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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조인트(배관) 부재 맞댐부를 시일하는 수단과
조인트(배관) 부재끼리 결합하는 너트를 개시하고 있어 동일한 구성이다(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2는 너트 내면에 Co-P 합금 피막이 존재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이하 ‘차이점’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
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들을 결합하더라도 구성요소 2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착탈을 반복하더라도 체결 토크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미립자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파이프 조인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
은 종래 배관 조인트에서 너트의 체결력을 감소시키고 은도금 일부가 벗겨져 발생하
는 미립자를 생성시키지 않기 위하여 너트 내면에 사용하던 금속 도금을 불소 수지
코팅으로 대체한 것으로, 착탈의 반복에 따른 체결토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인식하
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트 내면에 Co-P 합
금 피막을 형성하고 그 합금 피막의 표면에 불소 코팅을 실시한다. 그런데 을 제8호
증(1991년판 윤활공학)에 따라 고체윤활제인 불소 수지를 다른 윤활제와 혼합하여 사
용하는 것을 주지관용기술로 본다면 이를 근거로 선행발명 1에 불소 수지와 Co-P를
혼합한 피막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살펴본다. 위 증거에 의하면, 테플론 등 유기
고분자화합물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윤활성 물질과 혼합하여 자기 윤활성 필름을 제
조하는 데 이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서 고체윤활
제의 종류로 단일입자형{graphite(흑연) 등}, 복합재, 고분자, 단체(연금속, 유리 등)를
분류하고 있을 뿐, 경도가 높은 금속은 분류하고 있지 않는데, 코발트나 코발트에 인
을 함유한 것은 경도가 높아 연금속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
에서 불소 수지에다가 Co-P 합금을 고체윤활제로 혼합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선행발명 2는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히터 내장
밸브를 위하여 유체 통로가 형성된 밸브 상자와, 밸브 상자 상부에 형성된 케이싱과,
유체 통로를 개폐하는 밸브체를 상하 이동시키는 밸브 로드와, 케이싱 내에 상하 이
동 가능하게 배치되어 밸브 로드에 고정된 피스톤과, 피스톤을 상하 이동시키는 피스
톤 구동 수단과, 밸브체 근방을 가열하는 가열 수단과, 피스톤과 케이싱 사이를 시일
하는 시일 수단을 구비하고, 피스톤 구동 수단은 피스톤을 하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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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측 압축 공기 도입실과, 피스톤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측 압축 공기 도입
실을 가지며, 시일 수단은 상측 압축 공기 도입실을 시일하는 상측 벨로우즈와, 하측
압축 공기 도입실을 시일하는 하측 벨로우즈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밸브 로드와
케이싱, 밸브체 등 접촉부와의 윤활 효과를 위해 액추에이터 슬라이딩부 표면층에 윤
활성 향상을 위한 코팅을 실시하는데, 도금층으로 니켈-인계, 코발트-인계 등을 예시
하고 있다. 즉, 선행발명 2는 캡 너트를 개시하고 있으나 그 소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내열성이 강한 히터 내장 밸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체결력 감
소와 미립자 생성 방지를 위한다는 선행발명 1과 목적을 달리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
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 설명에서 “…… 캡 너트 부재(40)로 체결할 때
에 암나사(41)에 긁힘이 생기지 않도록, 당해 암나사(41)는 은 도금되어 있다.”[0007]
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의 설명에는 “윤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코팅을 실시
하는데, 코발트-인계 코팅이 긁힘에 대해 우수하다.”([0020], [0021])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암나사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
발명 2의 코발트-인계 코팅을 결합하는 데에 기술적인 곤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긁힘에 대해 우수하다는 작용효과의 동일 내지 유사성만으로 목적을 달리하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선행발명 2에서 긁힘에 우수한 성질을 가지는 코발트-인계 도금을 예시하면
서 슬라이딩부 표면층에 도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도 너트의
표면에 불소 수지 코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Co-P층과 불소수지 코팅층 중 어느
것을 표면층으로, 어느 것을 모재의 개재층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동기나 암시
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결합하였을 때 불소 수지층이 최외곽층으로, Co-P
합금층이 너트와 불소 수지층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선행발명 1의 불소 코팅이 고체윤활제로서 항상 모재의 최외각층에 위치하
는 것을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보더라도, 윤활효과를 위한 선행발명 2의 Co-P 도금을
너트 내면의 경도를 보강하기 위해 선행발명 1의 개재층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볼
동기나 암시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와 같이 피고는, 구성요소 2의 Co-P 합금 피막이 개재층으로서의 체결토
크 감소나 내마모성 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단순한 피막에 불과하여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은도금된 너트에 대하여 착탈을 반복하더라도 체결
토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립자 발생을 막기 위해[0006] 너트 내면에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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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을 형성하고 그 표면을 불소로 코팅한 것인 바[0007],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
서에는 Co-P 피막의 경도가 높아 긁힘에 강하고 반복 착탈하더라도 체결토크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Co-P 피막의 효과([0032], [0034])와 마찰을 줄여 체결력을 감소시키는
불소 코팅의 효과([0015], [0032])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추가 실험그래프’에 의하면, Co-P와 불소 수지를 결합한 너트가 은도
금 너트나 Co-P 너트에 비해 체결횟수를 증가시켜도 체결토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 보이고, 설령 이를 신뢰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도
7의 그래프는 너트를 반복적으로 착탈하더라도 종래 은도금 너트나 Co-P 도금 너트
에 비해 Co-P 및 불소 수치 코팅 너트가 비교적 일정한 체결토크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명세서에 기재된 Co-P 피막의 효과([0032], [0034])와 일치한다.
③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그래
프를 서로 대비하기가 곤란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가 Co-P 피막의 표면층
으로서의 기능과 개재층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체결토크에 기여하는 Co-P 피막의 역할과 불소 코팅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
재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명세서 전반의 기재를 통해 볼 때, 고경도의 Co-P 피막
이 너트의 반복 체결토크 유지 성능을 높이면서 불소 수지 코팅층을 지지하는 효과
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o-P 피막이 기술적 의의가 없
는 단순 피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을 제8호증(1991년판 윤활공학)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금속
을 경질금속 위에 박막으로 코팅시킨 경우 가해진 하중 대부분을 경질금속이 지지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불소
수지층 아래에 있는 Co-P 합금층이 너트 체결 시 가해지는 외력 상당 부분을 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
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을 부가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 제2항 출원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에 대한 특허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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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허7532 거절결정(특) 2020. 8. 2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개선된 공동주택 재활용장 및 이를 이용한 재활용품 수거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11938

2018원3028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4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압축수단(13)의 압축력에 의해 압축된 압축폐지(17)의 무게를
30~60 kg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압축폐지의 형상 및 무게는 통상
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바루히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심결요지

배출된 압축폐지(17)를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시켜 보관하고,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이송시키는 것이 비교대상발명에 명확하게 나
타나 있지는 않으나 공동주택 재활용장에서 생성된 압축폐지는 다
량일 것이 명확하므로 압축폐지를 수거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보
관하되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적층하여 보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이를 수거하기 위해 용달차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압축물의 무게를 30~60 kg으로 수치한정
하는 이유는 재활용 폐지의 보관 및 운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
판결요지

한 것인데, 선행발명에도 재활용품을 압축시켜 부피를 줄임으로써
보관 및 운반시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기각)

압축물의 무게 수치는 출원 당시에 상용화되어 있던 재호라용품 압
축기에서 압축되는 압축물의 통상적인 무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압축물의 보관 장소, 운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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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수치범위 전후에서 이질적이거나 또는 현저
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가지는 등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실시
예 등의 기재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
치한정에 불과하다.
재활용품을 운송수단에 의하여 수거, 이송하는 기술은 재활용품의
처리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선행발명
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운반(이송)하는 기술은 종래의 주지관
용기술에 해당하고, 선행발명이 압축 처리된 재활용품의 수거, 이
송을 전제로 하는 기술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4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기계적 압축장치(10)의 투입커버
(15a)를 열고 재활용 폐지투입
구(15)를 통해 폐지수용공간(12)
내부로 재활용폐지(18)를 투입하
는 폐지투입단계(100)

[0024] 내부에 재활용품을 투입할 수 있는 챔버(32)
가 형성되는 본체(31)가 구비되고, 이 본체(31)의
전면에는 개폐 가능한 도어(33)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투입커버(15a)를 닫고 작
동버튼(14)을 눌러 수직압축수단
(13)의 압축력으로 재활용폐지
(18)를 직육면체이고 무게가
30~60kg인 압축폐지(17)로 압
축시키는 폐지압축단계(110)

[0024] 본체(31)의 상부에는 챔버(32) 내의 재활용품
을 가압할 수 있는 압축수단(40)이 구비되는데, 이 압
축수단(40)은 재활용품을 가압하는 가압판(41)과, 이
가압판(41)이 승강되도록 구동하기 위해 상기 가압판
(41)의 상면에 결합되는 실린더(42) 및 가이드바(43)
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압축수단(40)은
상기 본체(31)의 측면에 구비된 컨트롤러(36)에 의해
작동 가능하게 된다.

[0030] 압축수단(40)에 의해 재활용품을 압축할 때에
는 상기 도어(33)가 닫힌 상태(재활용품의 투입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도어(33)에 형성된 투입창
또는 보조도어(33a)에 의해 가능하게 됨)

[0027] 본체(31)의 상측 전방부에는 상기 압축수단
(40)에 의해 재활용품이 압축되어 형성된 압축물(B)을
묶을 수 있도록 결속수단(50)이 구비되는데, …(중
략)… 이 상태에서 그 상부에 소정의 크기로 압축물
(B)이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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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압축수단(40)에 의해 재활용품을 압축할 때에
는 상기 도어(33)가 닫힌 상태(재활용품의 투입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도어(33)에 형성된 투입창
또는 보조도어(33a)에 의해 가능하게 됨)
방출커버(16a)를 열고 상기 직 [0028] 본체(31) 내에는 압축물(B)이 결속된 후에, 이
육면체로 압축된 압축폐지(17)를 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수단(60)이 구비되는데,
방출구(16)를 통해 외부로 방출
[0031] 또한 상기 도어(33)가 열린 상태(도 6의 (b)에
시키는 압축폐지방출단계(120)
도시됨)에서는 …(중략)… 상기 받침대(61)가 전방으
로 하향 경사지게 되어 그에 안착된 압축물(B)이 배출
되게 된다.
기계적 압축장치(10) 외부로 방
출된 직육면체의 압축폐지(17)를
재활용품 수거공간(20) 일측의
대응 구성요소 없음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시켜
보관하는 압축폐지 적층보관단계
(130)
상기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
보관된 직육면체의 압축폐지(17)
를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이송시 대응 구성요소 없음
키는 압축폐지 수거이송단계
(140)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이류의 기계적 압축장치를 공동주택 재활용장에서 활용함
으로써 새로운 재활용품의 수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선행발명에는 이
러한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관한 것이나 선행발명은 ‘재활용
품 압축기’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은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와 동일한 구성이 선행발명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
4. 선행발명은 재활용 업체가 ‘업장’에 집결된 재활용 종이류의 부피를 최소화시
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대용량 또는 중용량 재활용 압
축기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동주택 재활용장’에 사용되는 소
용량 종이류 기계적 압축장치를 활용한 공동주택 재활용장의 수거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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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양 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특히,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동주택
의 가정 내 일측에 종이류의 재활용품을 일주일간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생
적이고, 위험한 집게차 대신 소형트럭을 이용하므로 안전하게 수시로 수거할 수
있으며, 소형화 및 규격화를 통하여 보관 및 이송이 간편하고 저렴하며, 재활용
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압축물의 무게를 30~60㎏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
명에는 압축물(B)의 무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적층보관단계) 및 구성요소 5(수거이송단계)
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지역과 집하선별장
사이에 간이보관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재활용품 압
축기와 관련하여 무선통신망과 연결된 재활용품 압축기를 통해 트럭을 호출하여
압축물의 운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 사건 출원전부터 널리 제공
되어 왔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공지의 기술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압축폐지의 무게를 수치한정한 것과 압축폐지를 압축폐지
보관소에 보관하여 운송수단으로 수거이송하는 것인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압축
폐지의 무게를 수치한정한 것과 압축폐지를 특정 보관소에 보관하여 운송수단으로
수거이송하는 기능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보
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비교대상발명과의 대비
(가) 구성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1은 ‘기계적 압축장치(10)의 투입커버(15a)를 열
고 재활용 폐지투입구(15)를 통해 폐지수용공간(12) 내부로 재활용폐지(18)를 투입하
는 폐지투입단계(100)’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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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내부에 재활용품을 투입할 수 있는 챔버(32)가 형
성되는 본체(31)가 구비되고, 이 본체(31)의 전면에는 개폐 가능한 도어(33)가 구비되
어 있다(식별번호 [0024]).”로 기재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은 도어(33)를 열고 챔버
(32) 내부에 재활용품을 투입하는 재활용품 압축기를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의 양 대응구성은 기계적 압축장치(재활용품 압
축기)의 투입커버(도어)를 열고 폐지수용공간(챔버) 내부로 재활용폐지(재활용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2는 ‘투입커버(15a)를 닫고 작동버튼(14)을 눌러
수직압축수단(13)의 압축력으로 재활용폐지(18)를 직육면체이고 무게가 30~60kg인 압
축폐지(17)로 압축시키는 폐지압축단계(110)’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본체(31)의 상부에는 챔버(32) 내의 재활용품을 가
압할 수 있는 압축수단(40)이 구비되는데, 이 압축수단(40)은 재활용품을 가압하는 가
압판(41)과, 이 가압판(41)이 승강되도록 구동하기 위해 상기 가압판(41)의 상면에 결
합되는 실린더(42) 및 가이드바(43)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압축수단(40)은
상기 본체(31)의 측면에 구비된 컨트롤러(36)에 의해 작동 가능하게 된다(식별번호
[0024]).”로 기재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은 압축수단(40)을 컨트롤러(36)로 작동시켜
압축수단(40)의 압축력으로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의 양 대응구성은 작동버튼(컨트롤러)으로 기계적
압축장치(재활용품 압축기)의 수직압축수단(압축수단)을 작동시켜 압축력으로 재활용
폐지(재활용품)을 압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 재활용폐지를 직육면체이고 무게가 30-60kg인 압축폐지로 압축한다
고 구체적으로 압축폐지의 형상 및 무게를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
으나, 압축폐지의 형상 및 무게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여 쉽
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그러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구성 3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3은 ‘방출커버(16a)를 열고 직육면체로 압축된
압축폐지(17)를 방출구(16)를 통해 외부로 방출시키는 압축폐지방출단계(120)’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본체(31) 내에는 압축물(B)이 결속된 후에, 이를 배
출시키기 위한 배출수단(60)이 구비되는데(식별번호 [0028])” 및 “도어(33)가 열린 상
태(도 6의 (b)에 도시됨)에서는 …(중략)… 이에 의해 상기 받침대(61)가 전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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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경사지게 되어 그에 안착된 압축물(B)이 배출되게 된다(식별번호 [0031]).”라고 기
재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은 도어(33)를 열어서 압축물(B)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3와 비교대상발명의 양 대응구성은 기계적 압축장치(재활용품 압축
기)의 방출커버(도어)을 열어 압축폐지(압축물)을 외부로 방출(배출)한다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구성 4 및 5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4는 ‘기계적 압축장치(10) 외부로 방출된 직육
면체의 압축폐지(17)를 재활용품 수거공간(20) 일측의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시켜
보관하는 압축폐지 적층보관단계(130)’에 관한 것이고, 구성 5는 ‘압축폐지보관소(19)
에 적층 보관된 직육면체의 압축폐지(17)를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이송시키는 압축폐
지 수거이송단계(140)’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구성 4 및 5에 대응되는 구성을 명확하게 개시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공동주택 재활용장에서 압축장치에 의해 압축되어 생성된 압축폐지는 다
량일 것이 명확하므로, 압축폐지를 수거하기에 앞서 일정한 장소(예: 압축폐지 보관
소)에 압축폐지를 보관하되,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압축폐지를 적층하여 보관하
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압축폐지를 용달차등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하여 이송
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구성 4 및 5는 그 기술적 곤란성이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
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기타 청구인의 주장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계적 압축장치를 공동주택 재활용장에 활용
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그 목적 및 효과에서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계적 압축
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활용품 압축기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활용품
압축기를 공동주택 재활용장에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재활용장에서의 수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를 달
성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그 특이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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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
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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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기계적 압축장치(본체)의 투입커버(투
입창 또는 보조도어)를 통하여 폐지수용공간(챔버) 내부로 재활용폐지(재활용품)를 투
입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투입커버(투입창 또는 보조도어)를
닫고 작동버튼을 눌러(컨트롤러에 의해) 수직압축수단(압축수단)의 압축력으로(가압하
여) 재활용폐지(재활용품)를 직육면체(챔버 내)의 압축폐지(압축물)로 압축시킨다(형성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는 압축폐지의 무게를 30kg 내지 60kg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
발명은 압축물을 ‘소정의 크기’로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방출커버(도어)를 열고 직육면체로
압축된(챔버 내) 압축폐지(압축물)을 방출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4, 5
구성요소 4, 5는 압축폐지를 재활용품 수거공간 일측의 압축폐지보관소에
적층시켜 보관하고, 적층보관된 압축폐지를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이송하는 방법으로
배출된 압축폐지를 처리하는데 반하여, 선행발명에는 배출된 압축물의 처리방법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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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선행발명에는 압축물의 무게를 30kg 내지 60kg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
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압축물의 무게를 수치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무게 30~60kg인 압축폐지로 형성시켜 재활용 폐지의 보관공간을 보다 작게
구현할 수 있고, 기존의 사용료가 고가인 집게차 대신에 적재공간이 있는 소형트럭을
사용할 수 있어 재활용폐지(18)의 수거를 위한 이동을 보다 용이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한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48])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무게를 수치한정하는 것은 재활용 폐지의 보관 및 운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재활용품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부피
가 클 뿐만 아니라 운반 등의 불편함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별
도의 압축기가 보급되어 부피를 줄임과 동시에 소정의 크기로 묶음 처리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을 제2호증, 문단번호 [0002])라고 기재되어 있어, 재활용품을 압축시
켜 부피를 줄임으로써 보관 및 운반시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다.
(3)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당시에는 재활용품을 5
0kg의 압축물로 압축하여 처리하는 압축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당시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압축물로 압축하는
압축기가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구성요소 2의 수치는 출원 당시에
상용화되어 있던 재활용품 압축기에서 압축되는 압축물의 통상적인 무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압축물의 보관 장소, 운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용이하
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압축물의 수치범위를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고 있을 뿐 상기 수치범위 전후에서 이질적이거나 또
는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가지는 등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실시예 등의 기
재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
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는 선행발명에는 압축물을 적층시켜 보관하고, 적층보관된 압축물
을 운송수단에 의하여 수거이송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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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선행발명은 재활용품 압축기에 관한 발명으로, 기본적으로 압축기에 의
하여 압축된 재활용품은 수거하여 이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상 압축된 재
활용품의 이송은 운송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재활용품을 운송수단에 의하여
수거, 이송하는 기술은 재활용품의 처리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불
과하다.
선행발명의 명세서 ’배경기술‘란에는 ’폐지나 종이박스, 합성수지 포장재나
용기 등과 같은 물품들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 가능하도록 처리되는데, 이와 같은
재활용품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운반 등의 불편
함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별도의 압축기가 보급되어 부피를 줄
임과 동시에 소정의 크기로 묶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문
단번호 [0002]), 선행발명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운반(이송)하는 기술은 종래의 주
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선행발명이 압축 처리된 재활용품의 수거, 이송을 전제로 하
는 기술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을 제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재활용품의
처리에 있어서 간이보관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보관하거나(을 제6, 7호증), 재활용
품 압축기에 의하여 압축된 압축물을 적층 보관하고, 적층 보관된 압축물을 운송 수
단에 의하여 수거하여 이송하는(을 제8호증) 기술은 출원 당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을 제6호증(재활용 품목별 기술성 ㆍ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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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7호증(재활용품 순환시스템 활성화 방안 - 수거 시스템을 중심으로 -)

을 제8호증

(3)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주지 관용기술인 재활용
품을 보관장소에 적층하여 보관하고, 보관된 재활용품을 운송수단에 의하여 수거, 이
송하는 기술을 단순히 부가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압축장치를 제공하여 재활용품을 직육면체로 소형
화 및 정형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이 가정 내에 비위생적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험한 집게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형트럭을 이용하여 수시로 수거할 수 있으
며, 보관 및 이동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낮추어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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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결국 압축장치를 이용하여 재
활용품을 직육면체로 소형화하는 것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효과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재활용품을 직육면체 형상의 챔버내에서 압축함으로써 재활용
품을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크기를 줄여 배출하는 재활용품 압축기에 관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으로 인
하여 얻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에서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
건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전부에 대하
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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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허8361 등록취소(특) 2020. 9.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응원용 발광장치를 이용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연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공연연출 시스템
등록번호

심판번호

제1939627호

2019소57

관련사건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1~3, 5~1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갑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1(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2(선행발명 2)

을 제1호증: 이 사건 2019. 9. 16.자 정정청구서

을 제2호증:‘이벤트 연출론’서적의 쇼 컨트롤’관련 내용

을 제3호증:‘쇼 컨트롤’에 대한 전자신문 기사

을 제4호증: 아이돌 그룹 ‘엑소’의 응원봉에 대한 페이스 북
내용

을 제5호증: 아이돌 그룹‘엑소’의 응원봉에 대한 인터넷
(엑소위키) 내용

을 제6호증: 아이돌 그룹‘엑소’의 응원봉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입증방법


을 제7호증: 아이돌 그룹‘엑소’의 응원봉에 대한 매일경제
(MK) 뉴스 기사

을 제8호증: 아이돌 그룹‘하이라이트’의 응원봉 관련 공연
안내 인터넷 내용

을 제9호증: 공연장의 발광 응원봉에 관한 SBS 뉴스 동영상

을 제10호증: 아이돌 그룹 엑소의 콘서트에 관한 YouTube
동영상

을 제11호증:‘다중 방송’에 대한 네이버 지식 백과

을 제12호증:‘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네이버 지식 백과

을 제13호증 ‘멀티채널’에 대한 미디어오늘 뉴스 기사

을 제14호증: 풍선→야광봉→LED 아이돌 응원도구 진화
(2018. 1. 4. 동아일보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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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15호증: 이 사건 특허취소결정에서의 특허취소신청서

을 제16호증: 이 사건 특허취소결정에서의 취소의견제출통지서

을 제17호증: 이 사건 특허취소결정에서의 원고의 취소신청의견서

을 제18호증: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15702호
(2018. 2. 13. 공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
심결요지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1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 2와 주지관용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 내지 3, 제5 내지 13항은 선

판결요지

행발명 1, 2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청구기각)

이 사건 결정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전제
부

공연장의 관객석 영역에 배치
되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를 이용한 공연장에서의 객석
공연연출 방법에 있어서

- 본 발명은 응원봉, 야광봉, 신호봉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발광기기가 무선 통
신에 의한 외부 제어를 받아 다양한 연출이 가
능한 발광기기에 관한 것(식별번호 [0001])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 장
치가 제1 공연연출장면을 객
석 상에 구현하기 위해, 제어
장치로부터 송출된 제1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 마스터 기기의 상기 송신기가 상기 발광 시
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서로 다른 복수
채널로 각각에 대응된 구분된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식별번호 [0022])
- 포터블 휴대 단말(30)과 연결된 마스터 기기
(40)의 송신기(20)가 발광기기(10)로 발광 시
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신(식
별번호 [0036])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각각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1 공연연출 장면에서
의 그룹할당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 사용자는 키나 버튼 형태의 선택부(55)를 조
작하여 송신기(20)로부터 전송되는 발광 시나
리오 정보가 아닌 메모리(53)에 저장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식별번호
[004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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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62)에는 미리 정의한 하나 이상의 발
광 시나리오 정보가 저장됨(식별번호 [0051],
도 3).
-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
(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
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
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
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
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
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함(식별번호
[0059], 도 2 내지 4).

3

4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중 상기 제1 공연연출 장면에
서 동일한 그룹할당 정보를
가지는 제1A 응원용 발광장
치 그룹은 상기 제1 제어신호
에 따라 동일한 그룹발광색상
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상으
로 발광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 발광 모듈(11)에 색상(예, 빨강, 그린, 블루,
화이트 등)이 구분된 복수 발광 소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디지털 점멸
정보에는 발광 모듈(11)의 각 발광소자의 색상
별(예, 빨강, 그린, 블루, 화이트 등), 또는 위
치별 디지털 점멸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력부(56)가 발광 모듈(11)의 각 발광
소자의 색상이나 발광 모듈(11) 상의 설치 위
치를 구분하여 각각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함(식별번호 [0040]).
-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
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 정보에 대하
여 발광 모듈(11)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
한 구동 신호를 생성함(식별번호 [0059]).

상기 제1 제어신호는, 상기제
1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
수의 그룹할당정보 및 상기
그룹에 대한 그룹발광색상정
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제
어신호는, 상기 제1 공연연출
장면에서 상기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과 다른 그룹할
당정보를 가지는 제1B 응원
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발
광상태정보를 포함하고

-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
(10)의 2이상의 그룹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
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
멸 정보가 포함됨.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
터 구조는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
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임. 제어부
(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
룹정보와 디지털 점멸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
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
정보를 추출함.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
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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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하여 발광 모듈(11)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함(식별번호
[0059], 도 2 내지 6).
상기 제1 제어신호를 수신하
는 단계는,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공연장 내의 중앙제어장
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
하여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에 대한 상
기 제1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것

5

- 발광기기(10)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발
광기기(10)를 외부에서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
한 송신기(20)를 포함할 수 있으며, 송신기(20)
와 유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폰, PDA,
또는 기타 전용 전자 장치 등 포터블 단말(30)
을 더 포함(식별번호 [0033]).
- 휴대 단말(30) 등 전자 장치는, 마이크(31)
를 통해 수신되는 소리 신호나 진동 센서(32)
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에 따라 외부의 진
동이나 소리를 감지하고 감지된 신호를 해석하
여, 그에 맞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선택하여
전송함. 이에 따라 제어부(61)는 해당 선택을
위한 신호에 따라 메모리(62)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함(식별번호 [0050],
[0051]).
-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리모콘을 조작하여
송신기(20)의 시작/중지 제어부(75)가 발광 시
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가 RF 전송부(73)를
통해 송신되도록 제어함. 마스터 기기(40)에서
송신기(20)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
된 신호를 다채널을 통해 각 채널에 대응된 구
분된 안테나(74)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
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장 등 수많은 응
원가 등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어느 한
채널을 이용하여 해당 연출의 제어를 받도록
하는 방식(식별번호 [0058])
- 연출가의 연출 또는 지휘에 따라 악기 등의
소리에 따라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 기기들
(10)이 마스터 기기(40)이 나 별도의 전용 송
신기(20)의 무선 제어에 따른 시나리오
에 따라 물결, 하트 모양 등 단체적 발광 시나
리오를 연출(식별번호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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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그 등록이 취소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결정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선행발명 1, 2에는 응원용 발광장치와 중앙제어장치 또는 무대장치와 동기화
되는 구성이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응원용 발광장치를 음향 또는
조명장치와 같은 무대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며, 을 제2 내지 10, 14호증
에 개시된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
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선행발명 1, 2에는 공연 중에 현장에서 공연 연출장면을 변경하기 위하여 연
출데이터를 수신 받되 비어있는 무선 대역폭을 통해 공연 도중 응원용 발광장
치 제어신호가 수신되는 동시에 향후 다른 연출을 위한 공연연출장면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구성이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
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카테고리만을 달리할 뿐 실질적
으로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선행발
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그 종속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12항,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그룹정보를 설정하는 방식,
단말장치로부터 주변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
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1) 선행발명 2에 응원용 발광장치의 제어장치(송신기)가 경기장에 설치된 음향장
치와 연동되도록 제어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 공연장의 음향장치나 조
명장치 혹은 발광 응원봉과 같은 공연을 위한 장치들이 서로 연동 내지 동기
화되어 제어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점, 선행발명 1의 종래 기
술로 운동경기나 공연에 조명 등이 사용되고 있고, 개별 제어기들을 통합하기
위한 동기화 장치와 별도의 중앙제어기가 필요하다는 기재도 있어 운동경기나
공연 등에서 각 장치들 사이에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발명의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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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기술 상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2의 제어장치(송신기)를 경기장에 설치된 음향장치와 연동되도록 제어함
에 있어서 음향장치 등을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의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발광장치를 제어하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선행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이
나 선행발명 1을 참조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선행발명 2는 다수의 응원용 발광기를 그룹화하는 것이어서 소량의 제어신호
로 다수의 발광기를 제어하는 기술이고, 하나의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를 송수신하면서 동시에 비어 있는 대역폭을 이용하여 다른 채널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 역시 선
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2는 발광장치의 점멸에 의해 전체적인 모양을 구현하는 구성을 개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람석과 관람객이 소지한 발
광장치가 매칭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티켓이나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관람객의
관람석 정보와 관람객의 응원봉을 매핑하는 것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응원봉 등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 제12, 13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용이 도출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응원용 발광장치를 이용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연
출 방법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1은 공연이나 운동경기
등에 관중이 응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수의 공연등을 용도에 맞게 보다 효율
적으로 제어․운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식별번호 [0001], [0002]), 비교
대상발명 2는 응원봉, 야광봉, 신호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무선 통
신에 의한 외부 제어를 받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발광기기에 관한 것이므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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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번호 [0001]), 이들 발명은 응원용 발광장치(또는 공연등, 발광기기)를 제어․운
용하거나 이를 통한 공연․응원의 연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응원용 발광장치를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통한 공연연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7],
[0008]).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개별 무선 조명등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를 묶어서 그룹을 생성하는 프로토콜 방법을 제시하
고, 이 그룹을 미리 정의한 시나리오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며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대량의 무선 조명등을 제어할 때 제한된 무선자
원 내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목
적이 있고(식별번호 [0031], [0032]), 비교대상발명 2는 사용자 단말 등 외부 기기
에 의한 무선통신을 통해 그룹으로 제어를 받음으로써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응원봉, 야광봉, 신호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발광기기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4], [0023]).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
장치(또는 조명등, 발광기기)를 그룹화하고(또는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별로(또는
그룹으로) 제어한다는 점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그 목적이 특이
하다고 할 수 없다.
(3) 구성 대비
(가) 전제부 구성
전제부 구성은 ‘공연장의 관객석 영역에 배치되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를 이
용한 공연장에서의 객석 공연연출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위와 같은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20)는 손잡이가 있는 막대 형태의 마스터 기기(40)에 내장될
수도 있다. 즉, 포터블 휴대 단말(30)과 연결된 마스터 기기(40)의 송신기(20)가 발광
기기(10)로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신하도록 하여 단체 응
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식별번호 [0036])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응원용 발광장치(또는 발광기기)를 이용하여 공연장에서
의 객석 공연연출(또는 단체 응원)을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1, 2
구성 1은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가 제1 공연연출장면을 객석 상에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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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제어장치로부터 송출된 제1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고, 구성 2
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각각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의 그
룹할당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많은 발광기기
들(10)이 휴대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
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기(20)에서 전
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
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
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
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
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
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
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
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들은 제어장치(또는 휴대단말, 송신기)에서 제어신호(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수신하고, 각각의 발광장치(또는 발광기기)에 미리(또는 메모
리에) 저장된 그룹할당정보(또는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를 조회한다(또는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 3, 4
구성 3은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중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동일한 그룹할당정
보를 가지는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은 제1 제어신호에 따라 동일한 그룹발광색
상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고, 구성 4는 ‘제1 공
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수의 그룹할당정보 및 그룹에 대
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
과 다른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1B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발광상태정보를
포함하는 제1 제어신호’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
는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들)에 대한 실시간 디지털 점멸정보(예, 1(점등), 0(소등))
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어부(52)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추출할 때마다, 출력
부(56)가 발광모듈(11)의 하나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도 있고, 발광모듈(11)의 복수의 발광소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광모듈(11)에 색상(예, 빨강,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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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화이트 등)이 구분된 복수 발광소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발광 시나리오 정보
의 디지털 점멸정보에는 발광모듈(11)의 각 발광소자의 색상별(예, 빨강, 그린, 블루,
화이트 등) 또는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력부(56)가
발광모듈(11)의 각 발광소자의 색상이나 발광모듈(11) 상의 설치 위치를 구분하여 각
각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40]),
‘많은 발광기기들(10)이 휴대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
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
기(20)에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
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
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
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듈
(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
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들은 제1 제어신호(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 복수의 그룹
할당정보(또는 그룹정보)와 각 그룹별 발광색상정보 및 발광상태정보(또는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되고,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또는 구분된 그룹)
은 동일한 그룹발광색상정보(또는 추출한 디지털 점멸정보)에 따라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한다(또는 발광소자를 구동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라) 구성 5
구성 5는 ‘공연장 내의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공연
연출장면에 대한 제1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제어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본 발명의 휴대단말(30) 등 전자장치는, 마이크(31)를 통해 수신되
는 소리신호나 진동센서(32)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에 따라 외부의 진동이나 소리
를 감지하고 감지된 신호를 해석하여, 그에 맞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선택하여 전
송할 수 있다. 메모리(62)에는 도 5와 같이 미리 정의한 하나 이상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마이크(31)나 진동센서(32)를 이용한 감지수단은 마이크(31)
의 소리신호나 진동센서(32)의 전기적 출력신호를 해석하여 메모리(62)의 발광 시나
리오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출력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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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는 해당 선택을 위한 신호에 따라 메모리(62)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한다.’(식별번호 [0050], [0051]),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리모콘(도 1 참조)을
조작하여 송신기(20)의 시작/중지 제어부(75)가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가
RF전송부(73)를 통해 송신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마스터 기기(40)에서 송신기(20)
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다채널을 통해 각 채널에 대응된 구분
된 안테나(74)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장 등 수많
은 응원가 등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어느 한 채널을 이용하여 해당 연출의 제어
를 받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발광기기들(10)의 수에 제한 없이 물결 등 특정 발광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8]), ‘본 발명에 따른 발광기기가 포함된
장치를 이용하여, 응원가들이 자신의 휴대폰 등 단말과 연결하여 스포츠 경기장에서
무선제어에 따른 다양한 발광 시나리오를 연출하여 더욱 흥미 있게 응원 효과를 높
일 수 있으며, 야간에는 더욱 발광 효과가 좋으므로 응원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출가의 연출 또는 지휘에 따르거나 악기 등의 소리에 따라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
광기기들(10)이 마스터 기기(40)나 별도의 전용 송신기(20)의 무선제어에 따른 시나리
오에 따라 물결, 하트 모양 등 단체적 발광 시나리오를 연출하여 단체 응원효과를 높
일 수 있다. 이외에도 본 발명에 따른 발광기기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용이나 안전요
원 또는 경찰관 등이 무선제어에 따른 다양한 발광 시나리오를 연출하도록 하기 위
한 신호봉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60])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제어장치(또는 휴대단말, 송신기, 마스티 기기)에서 제1
제어신호(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송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 5는 제어장
치가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송출
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연출가의 연출, 지휘, 조작’에 의해 발
광 시나리오 정보를 선택하거나 마이크(31) 또는 진동센서(32)에서 감지된 신호를 해
석하고 그에 맞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휴대단말 등 전자기기가 선택’하여 송출한
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한편,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어장치(100)는 중앙
제어장치와 연결되어 동작할 수도 있고, 중앙제어장치에 포함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제어장치(100)는 중앙제어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공연장 내의 음향장치,
조명장치 등과 동기화되어 작동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음향장치, 조명장치와 함께
응원용 발광장치(200)를 동기화하여 자동으로 공연을 수행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39]),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장치(100)는 중앙제어장치로부터 신호를 수
신하여 공연장 내의 음향장치, 조명장치 등과 동기화되어 작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어장치(100) 및 응원용 발광장치(200)는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
여 단계 S300 내지 S330을 공연장 내의 음향장치, 조명장치 등과 동기화하여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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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할 수 있다.’(식별번호 [0122])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어장치는 중앙제어장치에
연결되거나 포함될 수 있고, 공연장 내의 음향장치, 조명장치 등과 동기화되도록 중
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되므로, 음향장치, 조명장치, 발광장
치 등이 중앙제어장치에 의해 모두 동기화되므로 자동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 1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운동 경기장 또는 콘서트홀 등
에서 응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종이, 풍선 등의 응원도구나 조명기구가 달린 응원봉
등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연이나 운동경기 등의 경우에 관중이 응원의 목적으
로 사용하는 조명등을 공연등이라 칭한다. 기존의 공연등은 응원봉에 LED광원을 내
장하여 점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무선을 이용한 실시간 조명제어는 종래의 카드
섹션과 단순 응원봉의 단점을 해소하여, 실시간으로 색, 밝기 등을 원격 제어하여 공
연등을 이용한 다양한 응원 연출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한다.’(식별번호 [0002]), ‘전
세계적으로 조명제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종래의 DMX512 규격은 최대 512개의
광원을 RS-485 유선 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22.6mS 마다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하므로
도 2의 시나리오를 구현하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런데 DMX512는 최대 512개의
광원만 제어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갯수는 추가적인 DMX512 제어기가 필요하며, 이
경우 개별 DMX512 제어기를 통합하기 위한 정밀한 동기화 장치와 중앙제어기가 별
도로 필요하게 된다.’(식별번호 [0021])라고 기재되어 있어, 운동경기나 공연에 무선으
로 제어되는 조명등(또는 발광장치, 발광기기)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 제어기의 제
어용량의 초과하는 조명등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 개별 제어기를 통합하기 위한
동기화 장치와 중앙제어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①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운동경기의 응원 과정에서 사용되는 악
기 등의 소리나 진동을 ‘휴대단말 등 전자기기가 감지하고 그에 맞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선택하여 송출’한다는 점에서 발광기기가 전체 응원 과정에서 악기 등 다른
응원장치와 일정 부분 동기화되어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자동으로 송출을 한다는 점,
② 위에서 보듯이 비교대상발명 1, 2와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음향장치, 조명장치
와 더불어 발광장치(또는 발광기기)도 응원장치나 무대장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 ③ 미리 시나리오가 계획되고 연출되는 공연에서는 각종 무대장치를 연출자의 의
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수단으로 그룹별 제어기를
동기화시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중앙제어기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
응구성을 기초로 공연연출의 일반적 사정을 반영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중앙
제어기로 그룹별 제어기를 동기화시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단순히 적용한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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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권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구성 대비 결과
전제부 구성, 구성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하고,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공연연출의
일반적 사정을 반영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도 발광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 복수의 조명등을 그룹으
로 구분하고, 그 그룹정보를 공연 시작 전에 모든 조명등에 전송하여 설정하며, 공연
중에는 각 그룹별 색지정 명령어만을 전송하면 조명등은 자신에게 할당된 그룹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색상을 발광하는 것이므로(식별번호 [0051], [0053],
[0058], [0062] 참조), 전제부 구성, 구성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에도 그대로 개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공연연출 시에 응원용 발광장치를 그룹 단위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응원용 발광장치의 개별 제어에 비해 효율적으로 주파수 대
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제어신호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실
시간으로 동시제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식별번호 [0023], [0024]),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도 발광기기(또는 조명등)를 구분된 그룹으로
제어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5)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하
고, 그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공통된 것이며, 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
성을 기초로 공연연출의 일반적 사정을 반영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
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 내지 제8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로, 그 특징부는 ‘복수의 응
원용 발광장치가 제1 공연연출장면과 다른 제2 공연연출장면을 객석 상에 구현
하기 위해, 제어장치로부터 송출된 제2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응원
용 발광장치 각각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제2 공연연출장면에서의 그룹할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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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회하는 단계; 및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중 제2 공연연출 장면에서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2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이 제2 제어신호에 따라 동일
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제2 제어신호는 제2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수의
그룹할당정보 및 그룹에 대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포함하고, 제1A 응원용 발광
장치 그룹과 제2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각각 속한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가
서로 상이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공연연출장면을 이와
다른 제2 공연연출장면으로 변경하여 구성 1 내지 구성 4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
로 반복하는 것 즉, 기술적 수단은 동일하나 구현하는 공연연출장면을 변경한 것
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위 특징부는 비교대상발명 2의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이 메모리(62)
내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제어부(61)는 시나리오 전송
부(63)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의 선택으로 수많은 응원
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
리오에 따라 발광 소자들(11)이 점멸되도록 연출 또는 지휘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5], [0056])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제1 공연연출장면과 다른 제2 공연연출장면(또는 물
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을 구현한다(또는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는, 공연장의 개별 객석에 대응되어 서
로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멸등하여 공연장의 객석 상에 이미지를 구현하되, 제1
공연연출장면 또는 제2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그룹
할당정보와 그룹발광색상정보 중에서 그룹할당정보를 제1 제어신호 또는 제2 제
어신호 수신 전에 미리 저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많은 발
광기기들(10)이 위와 같이 휴대 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에, 위에
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
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기(20)에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
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
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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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
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
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부(56)는 제
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
듈(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그룹할당정보(또는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
를 발광장치(또는 발광기기)에 미리(또는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제1 공연연출장면은, 복수 개의 그룹을 포함하며, 복수 개의 그
룹은 제1 공연연출장면을 기초로 공연장의 관객석을 복수 개의 그룹으로 그룹화
하고, 그룹화된 복수 개의 그룹 각각에 대한 그룹할당정보를 각각 포함하며, 복
수 개의 그룹 중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은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동일하게
발광 제어되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를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많은 발광기기들(10)이 위와 같이 휴대 단말(30) 및 송신기(20)
와 연동하는 경우에, 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기(20)에
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로드
(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
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
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
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
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제1 공연연출장면(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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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석을 동일하게 발광 제어되는 그룹으로 설정한다(또는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
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가 제어장치로부터 비어 있는 무선 대
역폭을 통해 기정해진 공연연출장면과 상이한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한 연
출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신호
처리부(72)는 유선 수신부(71)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무선 전송 프로토콜에 따른
신호로 변조(modulation)을 처리하며, RF 전송부(73)는 신호 처리부(72)에서 처리
된 신호를 소정의 증폭 과정 등을 수행하여 안테나(들)(74)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
하는 할 수 있다. RF 전송부(73)는 신호 처리부(72)에서 처리된 동일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복수 채널(주파수가 구분된 채널)로 각각에 대응된 구분된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신기(12)의 RF 수신부(54)
는 안테나(51)를 통해 수신되는 다채널 신호 중 어느 한 채널을 선택(자동 선택
회로 이용)하여 해당 신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복조(demodulation)를 수행하여 기
저 대역의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채널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제한
없이 접속자 수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식별번호 [0047]), ‘연출자 또는 사용
자 등은 리모콘(도 1 참조)을 조작하여 송신기(20)의 시작/중지 제어부(75)가 발
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가 RF 전송부(73)를 통해 송신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마스터 기기(40)에서 송신기(20)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
호를 다채널을 통해 각 채널에 대응된 구분된 안테나(74)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
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장 등 수많은 응원가 등이 소지한 발광기기
들(10)이 어느 한 채널을 이용하여 해당 연출의 제어를 받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발광기기들(10)의 수에 제한 없이 물결 등 특정 발광 연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8])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비어 있는 다수 대역폭의 무선통신(또는 서로 다른
복수 채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어 있는 무
선 대역폭을 통해 기정해진 것과 상이한 공연연출장면을 위한 연출데이터가 수
신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서로 다른 복수 채널로 동일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수신된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한편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어장치(100)는
비어있는 무선 대역폭 구간을 통해 새로운 연출데이터 또는 추가되거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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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데이터를 응원용 발광장치(200)에게 미리 전송해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어장치(100)는 비어있는 무선 대역폭 구간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계산된 시간을 기초로 연출데이터를 구현하여 미리 응
원용 발광장치(200)로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해
진 연출장면 이외에도 즉석에서 새로운 연출장면을 구현할 수 있어서, 공연 현장
에서 즉시 공연 효과를 다양하게 설계 및 변경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점 2는 연출장면 간의 전환에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연출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그 데이터를 송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수 대역폭의 무선통신(또는 서로 다른 복수 채널)에서 비어 있는 대
역폭(또는 채널)을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것인지는 수신기의 개수,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이나 신속성 등 무선통신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
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제1 제어신호는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이 그룹에 대한 그
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발광할 때 필요한 디밍(dimming)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많은 발광기기들(10)이 위와 같이 휴대 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에, 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발광 시나리오 정
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
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기(20)에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
외에 페이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
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
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
(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
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는 디지털 점멸 정보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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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예, 1) 또는 오프(off)(예, 0) 정보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시간 동안 실시간
으로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가 온 또는 오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력부(56)
는 디지털 점멸 정보의 온(on)(예, 1) 또는 오프(off)(예, 0) 정보 하나 당 수 msec
를 할당하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가 해당 시간 동안 온되거나 오프되도록 구
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제1 제어신호(또는 디지털 점멸정보)에 따라 발광할
때 필요한 디밍정보를 포함한다(또는 미리 정해 놓은 시간 동안 발광소자가 온
또는 오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6)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제1 제어신호는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 및 제1B 응원용 발
광장치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고, 제1A 응원용 발광
장치 그룹에 대한 제1 제어신호는 제1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며 제1B 응원
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제1 제어신호는 제2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는 것’
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신호 처리부(72)는 유선 수신부(71)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무선 전송 프로토콜에 따른 신호로 변조(modulation)을 처리하며, RF 전
송부(73)는 신호 처리부(72)에서 처리된 신호를 소정의 증폭 과정 등을 수행하여
안테나(들)(74)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할 수 있다. RF 전송부(73)는 신호 처
리부(72)에서 처리된 동일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복수 채널(주파수가 구분된 채
널)로 각각에 대응된 구분된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신기(12)의 RF 수신부(54)는 안테나(51)를 통해 수신되는 다채널 신
호 중 어느 한 채널을 선택(자동 선택회로 이용)하여 해당 신호의 프로토콜에 따
른 복조(demodulation)를 수행하여 기저 대역의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다채널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제한 없이 접속자 수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
다.’(식별번호 [0047]),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리모콘(도 1 참조)을 조작하여
송신기(20)의 시작/중지 제어부(75)가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가 RF
전송부(73)를 통해 송신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마스터 기기(40)에서 송신기(20)
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다채널을 통해 각 채널에 대응된 구
분된 안테나(74)를 통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장 등
수많은 응원가 등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어느 한 채널을 이용하여 해당 연출
의 제어를 받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발광기기들(10)의 수에 제한 없이 물결 등 특
정 발광 연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8])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제1 제어신호(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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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제1A, 1B 그룹에 대하여 각각 제1, 2 주파수를 통해 송출한다(또는 다채널
을 통해 동시에 전송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7) 대비 결과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은 정정발명은, 그 특징부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
정된다.
다.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공연연출 방법’을 ‘공
연연출 시스템’으로 발명의 카테고리만 변경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특징은 이 사
건 제1항 정정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동일한 그룹할
당정보를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 장면에서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것’인데, 이는 구성 3의 ‘제1A 응원용 발
광장치 그룹’을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포함하는 제1, 2 응원용 발광장치’로 그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살핀 바와 같
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11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로, 그 특징부는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상이한 그룹할
당정보를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 장면에서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상이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것’인데, 이는 구성 4의 ‘제1B 응원용 발
광장치 그룹’을 ‘상이한 그룹할당정보를 포함하는 제2 응원용 발광장치’로 그 표
현을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살핀 바와 같
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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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특징부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는 관람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
보를 입력받아 공연 티켓 정보에 매핑된 공연연출 장면별 그룹할당정보를 획득
하여 저장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의 선택으로 수많은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발광 소자들(11)이 점멸되
도록 연출 또는 지휘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6]), ‘많은 발광기기들(10)이 위와
같이 휴대 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에, 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
이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
함된다. 도 6과 같이 송신기(20)에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
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
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
(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
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
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
된다.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공연 티켓 정보에 매핑된(또는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
광기기) 공연연출 장면별(또는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리
오에 따라) 그룹할당정보(또는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를 발광장치(또는 발광기
기)에 저장한다(또는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2항 정
정발명은 제1 응원용 발광장치가 관람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를 입
력받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에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
서 차이(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가 있다.
한편 차이점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정보 수신부(210)
는 제어장치(100)에 저장된 공연연출 매핑데이터로부터 공연연출 구간별로 자신
(해당 응원용 발광장치)의 관객석 위치정보에 매핑된 그룹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식별번호 [0069]), ‘매핑데이터 정보 수신부(210)가 외부 장치(예: 제어장치
(100), 정보처리장치(300) 등)로부터 공연장의 관객석 위치정보, 관객석 위치정보
에 따른 그룹 매핑데이터를 제공받아 저장부(220)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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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관람객이 공연 티켓 정보를 PC나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입력하고
정보 수신부(210)가 입력된 티켓 정보에 매핑된 그룹 매핑데이터를 유/무선통신
모듈을 통해 수신하여 저장부(220)에 저장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77])라고 기
재되어 있어, 발광장치는 자신의 관객석 위치정보에 매핑된 그룹할당정보를 제어
장치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할 때 ① 해당 관객석 위치정보를 관람객이 PC 등 단
말장치로 입력하는 공연 티켓 정보로부터 획득하거나 ② 제어장치 등 외부장치
로부터 정보 수신부를 통해 제공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 3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각 좌석에 1개의 공연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좌석의 각각의 공연등을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픽셀
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좌석 번호를 픽셀 번호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지 1번(100)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10,000개의 픽셀이 필요하며 각각의 픽셀
에 색상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식별번호 [0008]), ‘이미지 편집기(600)는 표현하
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편집부(601)와 시나리오에 적합한 이미
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편집부(602)를 포함하며, 이미지 편집부(602)에서 최종 생
성된 이미지를 실제의 무선조명등(609, 617, 618)에 적합한 패킷 데이터로 변환시
키는 패킷생성부(603)를 포함한다. 패킷생성부(603)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무선 제
어기(604)에 포함된 메모리(607)로 전송된다.’(식별번호 [0036], [0037]), ‘메모리
(607)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는 제어부(606)에 의해 무선 송신부(605)로 전송되고,
무선 송신부(605)에서 안테나(608)를 이용해 무선으로 멀리 떨어진 무선 조명등
(609)의 수신용 안테나(610)로 전파된다.’(식별번호 [0038]), ‘데이터의 비트 스트림
순서대로 제일 앞 두 비트(805)는 Device ID가 1로 1번 공연등에 할당된 그룹이
다. 예제(802)에서는 1번 공연등은 비트 00으로 0 그룹이고, 2번 공연등은 비트
01로 1 그룹, 3번 공연등은 비트 00으로 0그룹, 이런 식으로 10,000번 공연등까지
그룹을 할당한다.’(식별번호 [0048]), ‘시나리오 1번부터 시나리오 9번까지 검토해
보면 이미지는 도 1의 3가지 경우와 4개의 그룹을 사용한다. 4개의 그룹은 그룹
0과 그룹1이 쌍을 이루고, 그룹 2와 그룹 3이 쌍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그룹정보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10,000개의 모든 공연등에 설정
하여 두어야 한다. 이러한 설정은 '1:그룹초기화, 2:그룹추가, 3:그룹제거' 명령어
(Command)를 이용해 공연 전에 무선 통신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별
공연등에 설정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1])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지(또는 공
연연출장면)의 하나의 픽셀에 대응되는 개별 공연등(또는 발광장치)은 공연 시작
전에 각각의 그룹정보(또는 그룹할당정보)가 무선 통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설
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①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시나리오(또는 이미지)에 따라 각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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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또는 공연등)의 공연장 내 위치에 대응되는 그룹정보가 미리 저장된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개별 공연등에 그룹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무선
제어기(604)의 무선통신이나 기타의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 ③ 비교대상발
명 2는 발광기기(또는 공연등)와 휴대 단말기 및 송신기(또는 무선 제어기)가 유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점, ④ PC 등 단말장치를 발광장치 등의 주변장치에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차이점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각 발광기기(또는 공연등)에
공연장 내 위치에 대응되는 그룹정보를 무선 제어기로 ‘일괄’ 설정하는 방식을
PC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주지관용 기술을 단순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13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발명으로,
그 특징부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는 정보처리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에 대응하
는 객석 내 좌석위치정보에 매핑된 공연연출 장면별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여 저장
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의 선택으로 수많은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들(10)이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발광 소자들(11)이 점멸되
도록 연출 또는 지휘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6]), ‘많은 발광기기들(10)이 위와 같이
휴대 단말(30) 및 송신기(20)와 연동하는 경우에, 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발광 시
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
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정보가 포함된다. 도 6과 같
이 송신기(20)에서 전송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
에 페이로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의 발광기기(10)에 구비된 각 수신기(12)는 송신기(20)로부터 동시에 동
일한 신호를 수신하지만,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
와 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
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
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털 점멸정보에 대하
여 발광모듈(11)의 발광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식별번
호 [0059])라는 기재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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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공연 티켓 정보에 매핑된(또는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
광기기) 공연연출장면별(또는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
에 따라) 그룹할당정보(또는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를 발광장치(또는 발광기기)
에 저장한다(또는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3항 정정
발명은 제1 응원용 발광장치가 정보장치로부터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는데 비하
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에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
이점 4’라 한다)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4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각 좌석에 1개의 공연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좌석의 각각의 공연등을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픽셀
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좌석 번호를 픽셀 번호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지 1번(100)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10,000개의 픽셀이 필요하며 각각의 픽셀
에 색상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식별번호 [0008]), ‘이미지 편집기(600)는 표현하
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시나리오 편집부(601)와 시나리오에 적합한 이미
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편집부(602)를 포함하며, 이미지 편집부(602)에서 최종 생
성된 이미지를 실제의 무선조명등(609, 617, 618)에 적합한 패킷 데이터로 변환시
키는 패킷생성부(603)를 포함한다. 패킷생성부(603)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무선 제
어기(604)에 포함된 메모리(607)로 전송된다.’(식별번호 [0036], [0037]), ‘메모리
(607)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는 제어부(606)에 의해 무선 송신부(605)로 전송되고,
무선 송신부(605)에서 안테나(608)를 이용해 무선으로 멀리 떨어진 무선 조명등
(609)의 수신용 안테나(610)로 전파된다.’(식별번호 [0038]), ‘데이터의 비트 스트림
순서대로 제일 앞 두 비트(805)는 Device ID가 1로 1번 공연등에 할당된 그룹이
다. 예제(802)에서는 1번 공연등은 비트 00으로 0 그룹이고, 2번 공연등은 비트
01로 1 그룹, 3번 공연등은 비트 00으로 0그룹, 이런 식으로 10,000번 공연등까지
그룹을 할당한다.’(식별번호 [0048]), ‘시나리오 1번부터 시나리오 9번까지 검토해
보면 이미지는 도 1의 3가지 경우와 4개의 그룹을 사용한다. 4개의 그룹은 그룹
0과 그룹1이 쌍을 이루고, 그룹 2와 그룹 3이 쌍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그룹정보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10,000개의 모든 공연등에 설정
하여 두어야 한다. 이러한 설정은 '1:그룹초기화, 2:그룹추가, 3:그룹제거' 명령어
(Command)를 이용해 공연 전에 무선 통신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별
공연등에 설정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1])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지(또는 공
연연출 장면)의 하나의 픽셀에 대응되는 개별 공연등(또는 발광장치)은 공연 시
작 전에 각각의 그룹정보(또는 그룹할당정보)가 무선 통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차이점 4는 비교대상발명 1에 그대로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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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는 시나리오(또는 이미지)에 따라 각 발광기기(또는 공
연등)의 공연장 내 위치에 대응되는 그룹정보가 미리 저장되고, 이들이 그룹별로
제어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양 발명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들 발명의 결합은 비교대상발명 2의 다른 구성을 변경할 것도 없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단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어려움이 없
으며, 그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롭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6) 대비 결과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3항 정정발명은, 그 특징부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1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 기술에 의해 진
보성이 부정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상기 참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전제부, 구성요소 1 내지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공연장의
관객석에 배치되는 응원용 발광장치(발광기기)3)를 이용한 객석 공연연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복수의 응
원용 발광장치(발광기기)가 제1 공연연출장면(선택된 개별 시나리오)을 구현하기 위
해 제어장치(휴대단말과 연결된 송신기)로부터 제1 제어신호(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수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
는 응원용 발광장치에 미리 저장(발광기기의 메모리에 저장)된 제1 공연연출장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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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개별 시나리오)에서의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조회(추출)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복수의 응
원용 발광장치(발광기기) 중 제1 공연연출장면(선택된 개별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그
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가지는 발광장치 그룹은 제1 제어신호(발광 시
나리오 정보)에 따라 동일한 그룹발광색상정보(디지털 점멸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
상으로 발광(발광소자의 색상이나 발광 모듈의 설치 위치를 구분하여 점별)한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제1 제어신
호(발광 시나리오 정보)는 제1 공연연출장면(선택된 개별 시나리오)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수(2이상의 그룹)의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 및
그룹발광색상정보(디지털 점멸정보)를 각각의 그룹별로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장면
에서 서로 다른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발광상태정보(디지털 점멸정보)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제1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제어장
치가 공연장 내의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공연연출장면에
대한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구성요소 5는, 공연
장 내의 중앙제어장치가 제어장치에 동기화 신호를 보내고,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
기화 신호를 받은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응원용 발광장치에 제1 제어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식별번호 [0050], [0051],
[0058], [0060]과 같은 기재가 있다.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제어장치(휴대단말, 송신기, 마스터 기
기)에서 제1 제어신호(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송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5는 제어장치가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제어신호를 자동으
로 송출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연출가의 연출, 지휘, 조작’에
의해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선택하거나 마이크 또는 진동센서에서 감지된 신호를 해
석하고 그에 맞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휴대단말 등 전자기기가 선택하여 송출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상기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식별번호 [0039], [0122]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제어장치는 중앙제어장치에 연결되거나 포함될 수 있고, 공연장 내의 음향장치, 조명
장치 등과 동기화되도록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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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음향장치, 조명장치, 발광장치 등이 중앙제어장치에 의해 모두 동기화되어
자동으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선행발명 2의 식별번호 [0028], [0049]-[0053], [0060]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
행발명 2에는 진동이나 소리감지 수단과 제어부를 구비하여, 경기장에 설치된 전자악
기 등의 소리가 날 때 이에 맞게 선택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송신기(20)로 전송함
으로써 발광기기(10)들이 물결이나 하트 모양 등을 연출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데, 이로부터 선행발명 2의 발광기기의 제어장치(휴대 단말과 연결된 송신기)가 경기
장에 설치된 음향 장치와 동기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연장의 음향 장치나 조명 장치 등이
중앙의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소위 ‘쇼 컨트롤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출원 전
에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쇼 컨트롤 시스템에 있어서 음향,
조명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합 제어하기 위하 수단으로 동기화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공연, 경기 등의 무대장치, 무선통신 등의 기술분야에서 기술 상식에 불과하다.
(4) 나아가,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응원봉이 무대조명
이나 음향과 연동되어 원격으로 제어되는 기술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
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임이 인정되고, 을 제4, 6, 7, 8호
증에는 응원봉을 비롯한 각종 무대장치들이 중앙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기도 하다.
(5) 또한 선행발명 1에는 식별번호 [0002], [0021]과 같이 운동경기나 공연에 응원
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응원봉 등이 사용되고 있고, 위와 같은 응원봉 등을 제어하는
제어기들을 통합하여 제어하기 위하여 동기화 장치 및 중앙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다. 즉, 선행발명 1에는 응원봉 등을 비롯한 공연 장치들을 제어하
는 제어기들을 중앙제어장치에서 송출되는 동기화신호를 통하여 제어하는 기술이 개
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6) 선행발명 1, 2 모두 공연 또는 경기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수 응원봉 등을 원
격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다수의 응원봉 등을 효율
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발명 2는 응원봉이 공연에 사용되는 음향장치와 연동되어 제어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다가 응원봉 등이 조명, 음향 등 다양한 무대장치들과 연동되어 제어되는 기
술, 위와 같은 각 무대장치들이 중앙제어장치의 동기화신호에 의하여 제어되는 기술
이 이 사건 출원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발광기기의 제어장치(휴대 단말과 연결된 송신기)가 공연장에 설치된
음향 장치의 작동에 연동되도록 제어함에 있어서, 위 음향 장치 등을 제어하는 중앙
제어장치의 동기화신호를 수신하여 발광기기를 제어하도록 설계하는 데 별다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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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대비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
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1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
치가 제1 공연연출장면과 다른 제2 공연연출장면을 객석 상에 구현하기 위해, 제어장
치로부터 송출된 제2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각각에 미
리 저장되어 있는 제2 공연연출장면에서의 그룹할당정보를 조회하는 단계, 복수의 응
원용 발광장치 중 제2 공연연출장면에서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2A 응원
용 발광장치 그룹이 제2 제어 신호에 따라 동일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동일
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제2 제어 신호는 제2 공연연출장면을 구
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수의 그룹할당정보 및 그룹에 대한 그룹발광색상
정보를 포함하고,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과 제2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각각
속한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가 서로 상이한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부가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에 의
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제1공연연출장면과 다른 공연연출장면(제2공연연출장면)을 구
현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그 구현을 위한 기술적 구성이 구성요소 1 내지 4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이 메모리(62) 내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제어부(61)는 시나리오 전송부(63)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출자 또는
사용자 등은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의 선택으로 수많은 응원가들이 소지한 발광기기
(들)(10)이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발광 소자들
(11)이 점멸되도록 연출 또는 지휘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5], [0056])라는 기재에 의
하면, 선행발명 2 역시 다수의 공연연출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하는 구성과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구
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
치는, 공연장의 개별 객석에 대응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멸등하여 공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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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상에 이미지를 구현하되, 제1 공연연출장면 또는 제2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그룹할당정보와 그룹발광색상정보 중에서 그룹할당정보를
제1 제어 신호 또는 제2 제어 신호 수신 전에 미리 저장하고 있는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는 발광 모듈(11) 상의 복수 개
의 발광기기의 2이상의 그룹(도 2 참조)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
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예, 색상별, 위치별 정보 가능)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식별번호 [0041]), ’수신기(12)에는 미리 정의한 하나 이상의 위와 같은 형태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53)를 포함하며, 사용자는 키나 버튼 형태의
선택부(55)를 조작하여 송신기(20)로부터 전송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아닌 메모
리(53)에 저장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발광 모듈
(11) 상의 발광 소자(들)이 점멸되어 해당 연출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제어
부(52)가 메모리(53) 내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선택되면 출력부(56)가 해당 발광 시
나리오 정보에 대하여 발광 모듈(11) 상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식별번호 [0042]), 발광기기의 수신기 내부 메모리에 그
룹정보가 포함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미리 저장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응원용 발광장치
(발광기기)에 공연연출장면(선택된 개별 시나리오)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
결된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와 그룹발광색상정보(디지털 점멸 정보)인
제어신호(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수신 전에 미리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
보)를 응원용 발광장치에 저장(발광기기의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
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 공연연출장면은
복수 개의 그룹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 개의 그룹은 제1 공연연출장면을 기초로 공연
장의 관객석을 복수 개의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복수 개의 그룹 각각에 대
한 그룹할당정보를 각각 포함하며, 복수 개의 그룹 중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은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동일하게 발광 제어되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를 하나의 그
룹으로 설정한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식별번호 [0054], [0059]와 같은 기재가 있는바, 이
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는 동일 그룹에 동일한 LED 제어정보가 설정되는 구성이 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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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는 복
수 개의 그룹으로 공연연출장면(물결 또는 하트와 같은 선택된 개별 시나리오)을 구
성하고, 그룹 별로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포함하며, 동일한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예, 도 6의 A그룹)은 특정 공연연출장면(예, 도 5의 저장 시나리오 1
의 물결)에서 동일하게 발광이 제어(예, 도 6의 A그룹 스틱의 LED 제어 정보)되도록
설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
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
치가 제어장치로부터 비어 있는 무선 대역폭을 통해 기정해진 공연연출장면과 상이
한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한 연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부가 구성은 이미 정해진 공연연출장면과 상이한 공연연출
장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공연연출장면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신되는 무선대역폭이 아닌 비어 있는 무선대역폭을 통해 수신하는 구성
이다.
그런데,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정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고 있
는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비어 있는 대역폭, 사용되지 않고 있는
대역폭)을 통해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은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2는 ‘RF 전송부(73)는 신호 처리부(72)에서 처리된 동일 신호에 대
해 서로 다른 복수 채널(주파수가 구분된 채널)로 각각에 대응된 구분된 안테나를 통
해 동시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신기(12)의 RF 수신부(54)는 안
테나(51)를 통해 수신되는 다채널 신호 중 어느 한 채널을 선택(자동 선택회로 이용)
하여 해당 신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복조(demodulation)를 수행하여 기저 대역의 신
호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채널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제한 없이 접속자 수
를 대폭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식별번호 [0047]), 선행발명 2 역시 서로
다른 무선 대역폭을 가진 복수의 채널을 통하여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
를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부가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 및 선행
발명 2에 개시된 상이한 대역폭을 가지는 복수의 채널을 통하여 발광 시나리오 정보
가 포함된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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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 제어 신호는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이 그룹에 대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발광할 때 필요한
디밍(dimming)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디밍
(dimming) 정보는 응원봉 등의 깜빡임 간격, 지속시간 등과 같은 점등, 멸등에
관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
의 2이상의 그룹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가 포함 ....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데이터 구조는 헤더(header) 이외에 페이
로 드(payload) 부분에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
(예, 색상별, 위치별 디지털 점멸 정보 등)를 포함하는 구조....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
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53)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
멸 정보를 추출....출력부(56)는 제어부(52)가 추출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디지
털 점멸 정보에 대하여 발광 모듈(11)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 ....발광 모듈(11)의 발광 소자는 디지털 점멸 정보의 온(on)(예, 1) 또는 오프
(off)(예, 0) 정보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발광 모듈(11)의 발광
소자가 온 또는 오프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바(식별번호 [0059]), 이로부터 선행
발명 2에도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 발광 소자의 점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
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6)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 제어 신호는 제
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 및 제1B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며,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제1 제어 신호는 제1 주
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며, 상기 제1B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상기 제1 제어
신호는 제2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는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는 서로 다른 무선 대역폭을 가진 복수의 채널을 통
하여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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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7)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를 이용한 공연연출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카테고리만을 달리할 뿐 발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8)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2 응원용 발광장치
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것’을 부
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부가 구성은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제2 응원용 발광장
치를 동일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도록 한 구성으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은 동일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구성’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9)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2 응원용 발광장치
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상이한 그룹할당정보를 포함하고,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제2 응원용 발광장치는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상이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것’을 부
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부가 구성은 제1 응원용 발광장치와 제2 응원용 발광장
치를 상이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상이한 색상으로 발광하도록 한 구성으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제1 제어신호는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제1A 응원
용 발광장치그룹과 다른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1B 응원용발광장치그룹에 대한 발
광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
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0)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제1 응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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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장치는 관람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를 입력받아 공연 티켓 정보에
매핑된 공연연출장면별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여 저장하는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에는 응원가들이 각자의 관람석에서 소지한 응원봉 등
의 발광기기가 해당하는 그룹 정보에 대해 디지털 점멸 정보 신호를 전송 받아 전체
적으로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을 연출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식
별번호 [0002], [0059], [0060]), 다수의 발광기기들이 물결 모양이나 하트 모양 등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각 발광기기가 관람석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선행발명 2의 각 관람석에 위치한 발광장치가 그 각 점멸에 의하
여 전체적으로 물결, 하트 등의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응원가의 관람석과 그 응
원가가 소지한 발광장치가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발명 2는 “수신기(12)에는 미리 정의한 하나 이상의 위와 같은 형태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53)를 포함 .... 사용자는 키나 버튼 형태의 선
택부(55)를 조작하여 송신기(20)로부터 전송되는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아닌 메모리
(53)에 저장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발광 모듈
(11) 상의 발광 소자(들)이 점멸되어 해당 연출을 수행 .... 즉, 제어부(52)가 메모리
(53) 내의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선택되면 출력부(56)가 해당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
대하여 발광 모듈(11) 상의 발광 소자를 점멸시키기 위한 구동 신호를 생성할 수 있
다”(식별번호 [0049]), “발광 시나리오 정보에는 해당 복수 발광기기(10)의 2이상의 그
룹에 대하여 구분된 그룹정보와 해당 그룹의 발광기기에 대한 디지털 점멸 정보가
포함 .... 제어부(52)는 수신한 발광 시나리오 정보의 해당 그룹정보와 디지털 점멸 정
보를 기초로, 자신의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보(메모리에 저장 가능)와 일치된 그룹정
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점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9])고 하고 있는바,
선행발명 2는 그룹정보가 포함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가 발광기기의 수신기의 메모리
에 저장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는 응원용 발광장치(발광기기)에 공연연
출장면별(선택된 개별 시나리오)로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가 저장된다
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관람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
보를 입력받아 티켓 정보에 매핑된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발
광기기가 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획득(발광기기의 수신기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을 제4, 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당시에 응원봉과 같은 발
광기기가 관람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를 입력받아 이에 매핑된 그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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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기술은 응원용 발광장치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
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발광기기가 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획
득함에 있어 주지관용기술을 고려하여 고객의 단말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를 입
력받아 이에 매핑된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도록 설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
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1)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 응원용 발광장치
는 정보처리장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에 대응하는 객석 내 좌석위치정보에 매핑
된 공연연출장면별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여 저장하는 것’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부가 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는 응원
용 발광장치(발광기기)에 공연연출장면별(선택된 개별 시나리오)로 그룹할당정보(고유
식별자 그룹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정보처리장
치로부터 공연 티켓 정보에 대응하는 객석 내 좌석위치정보에 매핑된 공연연출장면
별 그룹할당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발광기기가 고유 식별자 그룹정보를
정보처리장치로부터 획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선행발명 2의 기재에 의하면 발광기기는 고유 식별자인 그룹정
보가 포함된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인데, 메모리에 저장되는 정
보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선행발명 2에는 발광기기
가 고유식별자 그룹정보를 정보처리장치로부터 획득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 내지 3, 제5 내지 13항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결정에는 원고 주
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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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9허8767 거절결정(실) 2020. 6. 25.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팅 부재
출원번호

심판번호

20-2017-4548

2018원3035

관련사건
<진보성>
선행고안 1 및 2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간섭돌기’에 대

쟁점사항

응되는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개시 또는 암시되었는지 여부와
이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

을 제3호증: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10-2013-0022180호(선행고안 1)

입증방법


을 제4호증: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1263364호(선행고안 2)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간섭돌기’는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

심결요지

부의 구성을 비교대상고안 1에 채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
이하게 고안할 수 있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간섭돌기와 선행고안 2의 제2 기둥부는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선행고안 1 및 선행고안 2를

판결요지

결합하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이 구조를 변경할 동기나 이유
(청구기각)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음

◈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선행고안의 비교
이 사건 제1항 고안

선행고안

한쪽 면에는 프로파일(P)에 끼워서 고정할

[선행고안 1]

수 있게 걸림부분(110)을 형성하고, 다른

이 사건 출원고안과 동일한 고안자의 고

한쪽 면에는 전선이나 와이어(W)를 고정하

안으로서, 전기 배선 또는 에어 호스를

는 고정부재(120)를 포함하며, 프로파일(P)

정렬하기 위한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

에 길이 방향으로 길게 형성하며 양쪽에 턱

트 부재를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T"자

(S)을 가진 홈(R)에 끼워서 직각으로 돌려

(字)형 슬롯(slot)내에 간단한 회전 조립

서 고정하는 블록부재(100)를 포함하는 알

에 의해 직접 일체형으로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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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팅 부재에서, 상기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속하

걸림 부분(110)은, 상기 블록부재(100)의

고 정밀하게 전기 배선 또는 에어 호스의

한쪽 면 중앙 부분에서 바깥으로 돌출하여

정렬 작업이 가능한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홈(R)에 끼워지는 회전부분(111), 그리고

마운트 부재

상기 회전부분(111) 끝에 형성하여 홈(R)
을 통해 그 안에 끼워지며 블록부재(100)
를 돌림에 따라 홈(R)의 턱(S)에 걸려 고
정 작용하는 고정부분(112)을 포함하고; 상
기 고정부재(120)는, 한쪽 면에 전선이나
와이어(W)을 올려놓을 수 있게 자리 면
(121)을 형성하고, 이 자리 면(121)에는
전선이나 와이어(W)을 고정하는 타이를 끼
워서 고정할 수 있게 서로 마주하여 두 개
의 관통구멍(122)을 관통 형성하되; 상기
고정부분(112)에는, 상기 블록부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돌
림에 따라 회전부분(111)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도록 간섭돌기(112a)를 돌출
성형하고, 상기 간섭돌기(112a)는, 상기 고
정부분(112)을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블
록부재(100)를 직각으로 돌렸을 때, 마주하
는 턱(S)의 간섭을 받아 변형되어 억지로
끼워지게 구성하며, 상기 블록부재(100)는,
적어도 상기 간섭돌기(112a)가 프로파일
(P)보다 무른 재질로 제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팅 부재
[도 1]

[도 2]

[선행고안 2]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파스너 및 이를
이용한 덕트 장착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관한 것으로서, 제1기둥부에 인접하여 형
성된 장방형의 제2기둥부(4b)는 네모서리
중 대칭으로 2개소에 각각 형성된 환형부
(4c) 및 직각부(4d)를 가지는 형태이므로,
상기한 2개의 환형부(4c)에 의해 상기한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개구(13)를 형
성하는 양 단턱(14)의 양 개방면(14a) 사
이로 회전되면서 그 측면이 강하게 협지
되어 고정되며, 한편 베이스(5)의 상면은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개구(13)를 형
성하는 양 단턱(14)의 양 내측면(14b)과
접촉된 상태로 프레싱하게 되는 구조임

- 188 -

◈ 원고 주장
선행고안 1, 2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간섭 돌기’에 대응되는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개시되거나 암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선행
고안 1, 2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선행고안 1에 동일한 구성이 나
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회전 부분(111)’은 선행고안 2
의 ‘제1기둥부(4a)’에 대비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간섭 돌기
(112a)’와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4b)’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
2. 선행고안 2도 프로파일에 형성된 홈 사이의 간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스너를 일정 범위의 홈을 가지는 프로파일에 사용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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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요소가 선행고안에 개시되어 있는지(기능과 구조가 같
은 구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구성과 선행고안의
대응구성의 특유의 기능, 효과에 대해 대비가 쟁점이었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유무
1)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및 2는 모두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끼워지
는 마운팅 부재(파스너)’를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2) 구성의 대비
가) 동일점
이 사건 제1항 고안

비교대상고안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블록부재(100), 걸림부분(110), 고정부재(120), 회전부분(111),
고정부분(112), 자리 면(121), 관통구멍(122)”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차례대로 비교대상고안 1의 “마운팅 부재(20), T자형 너트(22), 몸체(21), 회전지지 돌
기부(24), 귀두부(23), 통과 홀(21-1), 케이블 타이 삽입용 홀(21-2)”과 대비할 때 용어
만 다를 뿐 기능·형태의 면에서 동일한 수단이다.
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고정부분(112)에는 블록부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프로
파일보다 무른 재질로 간섭돌기(112a)를 형성하여 고정부분(112)을 프로파일의 홈에
끼운 상태에서 블록부재(100)를 직각으로 돌림에 따라 간섭돌기(112a)가 프로파일의
홈(R)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는 구성(이하 ‘쟁점구성’이라 한다)”에 특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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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교대상고안 1에는 위의 간섭돌기(112a)에 대응하는 구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구성과 대비되는 사항으로, 비교대상고안 2는 “파스너(1)의 베이스(5:
쟁점구성의 고정부분에 대응)의 상면에 프로파일보다 무른 재질로 프로파일은 알루
미늄 재질이고, 제2기둥부를 포함하여 파스너를 이루는 부분들은 나일론 수지 재
질이다.
제2기둥부(4b: 쟁점구성의 간섭돌기에 대응)를 형성하여 파스너의 헤드(2)를 회전시
키면 제2기둥부(4b)가 프로파일의 단턱(14)에 협지되는 실시예”를 제시한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쟁점구성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고안 2의 파스너는 공구(드라이버)에 의해 회전하는 것이
어서 이로부터 공구에 의해 회전되지 않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쟁점구성을 생각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i)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부(4b)가 단턱 사이에 협
지되는 과정은 파스너의 헤드(2)가 회전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서, 이러한 헤드(2)
를 공구에 의해 회전시키는지 또는 작업자의 손만으로 회전시키는지는 위의 협지 과
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ii) 비교대상고안 1의 마운팅 부재와 비교대상고안 2
의 파스너는 형태·기능·작동원리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고안 1의 돌
기부(24)·귀두부(23) 영역에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부(4b)를 부가하는 것은 얼마든
지 가능하다. 특히 (iii) 틈을 매꾸기 위해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부(4b)와 같은 협
지 부분을 마운팅 부재의 적절한 부위에 부가하는 정도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1에서 돌기부(24)·귀두부(23)와
단턱 사이에 넓은 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러한 제2기둥부(4b)를 채용할
동기를 쉽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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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i) 내지 (iii)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비교대
상고안 2의 실시예에 제시된 제2기둥부(4b)를 비교대상고안 1의 돌기부(24)·귀두부
(23) 영역에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쟁점구성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다) 구성의 대비 종합
위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과 2에 나타난 기술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
안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3)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쟁점구성의 간섭돌기가 홈과 턱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는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간섭돌기가 프로파일보다 무른 재
질이어서 홈과 턱 사이에 강제로 끼워진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간섭돌기의 형
상이나 강제로 끼워지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樣相)에 관한 한정 사항이 없다.
, 홈 사이의 간격이 다른 프로파일에 대하여도 하나의 마운팅 부재를 범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부도 쟁점구성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보다 무른
재질로 형성됨에 따라 프로파일의 단턱 사이에 강제로 변형·협지되는 것이다. 그 결
과 비교대상고안 2의 제2기둥부를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돌기부
(24)·귀두부(23) 영역에 부가하면, 비교대상고안 1의 마운팅 부재도 이 사건 제1항 고
안처럼 홈 사이의 간격이 다른 프로파일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는 위와 같은 비교대상고안 1과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도 쉽게 예측되는 사항이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목적·구성·효과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쉽게 도출되
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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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구성요소의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선행고안 1

1

한쪽 면에는 프로파일(P)에 끼워서 고정
할 수 있게 걸림 부분(110)을 형성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전선이나 와이어(W)를
고정하는 고정 부재(120)를 포함하며, 프
로파일(P)에 길이 방향으로 길게 형성하
며 양쪽에 턱(S)을 가진 홈(R)에 끼워서
직각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블록 부재
(100)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팅 부재에서

한쪽 면에는 프로파일(10)에 끼워서 고정
할 수 있는 T자형 너트(22)를 형성하고,
다른 쪽에는 전선이나 와이어를 고정하는
마운트 부재 몸체(21)를 포함하며, 프로파
일(10)에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단턱
부(14)를 가진 T자형 홈(12)에 끼워 직각
으로 돌려 고정하는 마운트 부재(20)
(문단번호 [0021], [0023], [0025] 참조)

2

상기 걸림 부분(110)은, 상기 블록 부재
(100)의 한쪽 면 중앙 부분에서 바깥으로
돌출하여 홈(R)에 끼워지는 회전 부분
(111), 그리고 상기 회전 부분(111) 끝에
형성하여 홈(R)을 통해 그 안에 끼워지며
블록 부재(100)를 돌림에 따라 홈(R)의
턱(S)에 걸려 고정 작용하는 고정 부분
(112)을 포함하고

3

4

상기 고정 부재(120)는, 한쪽 면에 전선
이나 와이어(W)을 올려놓을 수 있게 자
리면(121)을 형성하고, 이 자리면(121)에
는 전선이나 와이어(W)을 고정하는 타이
를 끼워서 고정할 수 있게 서로 마주하여
두 개의 관통 구멍(122)을 관통 형성하되

상기 고정 부분(112)에는, 상기 블록 부
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돌림에 따라 회전 부분(111)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도록 간섭 돌
기(112a)를 돌출 성형하고, 상기 간섭 돌
기(112a)는, 상기 고정 부분(112)을 홈
(R)에 끼운 상태에서 블록 부재(100)를
직각으로 돌렸을 때, 마주하는 턱(S)의
간섭을 받아 변형되어 억지로 끼워지게
구성하며, 상기 블록 부재(100)는, 적어
도 상기 간섭 돌기(112a)가 프로파일(P)
보다 무른 재질로 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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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너트(22)는 우산 형태(원추형)의 귀
두부(23)와 그 중앙에 수직 돌출된 회전지
지 돌기부(24)로 이루어지고, 귀두부(23)
상부의 양 측면은 프로파일의 양 단턱부
(14) 하측면(14-2)에 당접됨
(문단번호 [0024], [0025] 참조)

마운트 부재 몸체(21)에는 전기 배선 또는
에어 호스(30)가 길이방향을 따라 삽입 관
통되어 통과하는 통과홀(21-1)과 전기 배
선 또는 에어 호스(30)를 묶기 위한 케이
블 타이(31)가 삽입되는 케이블 타이 삽입
용 홀(21-2)이 형성됨
(문단번호 [0023] 참조)

대응 구성요소 없음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걸림 부분(T자형 너트)과 고정 부
재(마운트 부재 몸체)를 포함하는 블록 부재(마운트 부재)를 프로파일의 홈(T자형 홈)
에 끼워서 직각으로 돌려 고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걸림 부분(T자형 너트)은 블록 부
재(마운트 부재)의 중앙에서 돌출한 회전 부분(회전지지 돌기부)과 그 끝에 형성되어
홈(T자형 홈)의 턱(단턱부)에 걸려 고정 작용(당접)하는 고정 부분(귀두부)을 포함한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고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고정 부재(마운트 부재 몸체)에는
전선(전기 배선)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통과하는) 자리면(통과홀)과 타이(케이블 타
이)를 끼워서 고정(삽입)할 수 있는 관통 구멍(케이블 타이 삽입용 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의 고정 부분에는 블록 부재와 마주하는 면에 프로파일보다 무른 재
질로 간섭 돌기를 돌출 성형하여 블록 부재를 돌렸을 때 간섭 돌기가 마주하는 턱의
간섭을 받아 변형됨으로써 회전 부분과 턱 사이에 간섭 돌기가 강제 또는 억지로 끼
워지는 반면, 선행고안 1에는 탄성을 갖는 회전지지 돌기부가 단턱부의 외측면 사이
에 당접되어 회전하여 안착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 구성요소 4의 간섭 돌기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차이점에 관한 검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
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선
행고안 2를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인다.
1) 기술적 과제의 차이
가) 이 사건 출원고안은, 프로파일 제작 회사에 따라 프로파일에 형성한 턱 사이
의 간격의 차이로 마운팅 부재의 고정 부분과 턱 사이에 틈새가 발생함에 따른 소음
과 마운팅 부재 이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턱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마운팅 부재를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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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운팅 부재의 고정 시에 프로파일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한다.
나) 그런데, 선행고안 1은 종래의 마운트 부재가 너트나 볼트를 이용하는 결합 방
식이어서 생산성 및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운트 부재를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T"자(字)형 슬롯(slot)내에 간단한 회전 조립에
의해 직접 일체형으로 설치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마운트 부재를 제공하
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그리고 선행고안 2는 선행고안 1과 동일 출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는 종래의 마운트 부재는 너트나 볼트를 이용하는 결합 방식이어서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0˚회전 조작만으로 파스너를 간단하
고 견고하게 조립할 수 있고 나아가 풀림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다) 그리고 선행고안 1, 2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양 고안 모두
‘회전지지 돌기부’ 또는 ‘제2기둥부’와 프로파일의 ‘개방면’ 사이에 ‘틈새(G)’가 없는
것을 전제로, 마운트 부재 또는 파스너를 프로파일의 외측면에 당접되게 하거나 개방
면에 협지되는 구성을 채용한 것이므로, 위 틈새(G)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한 인
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선행고안 1, 2에는 이 사건 출원고안과 같이 ‘회전 부분’과 ‘턱’ 사이에
‘틈새(G)’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마운트 부재 또는 파스너를 범용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고안 1, 2의 명세서
[선행고안 1]
[0026] 아울러, 상기 회전지지 돌기부(24)는 직사각통 형상을 가지며, 세로 방향의 일측
면과 그에 대응하는 반대쪽 면의 두께는, 두 개의 단턱부(14) 사이의 공간, 즉 개방면
(13)의 폭보다 작으며, 세로 방향의 타측면과 그에 대응하는 반대쪽 면의 두께는, 두
개의 단턱부(14) 사이의 공간, 즉 개방면(13)의 폭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형성
됨으로써, 사용자가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트 부재(20)의 "T"자(字)형 너트(22)를 개
방면(13)에 삽입한 후 간단히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트 부재
(20)를 알루미늄 프로파일(10)에 일체식으로 고정하여 구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032] 도 3b 및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T"자(字)형 너트(22)의 귀두부(23)를 설치
하고자 하는 "T"자(字)형 슬롯(11)의 개방면(13) 내측으로 삽입되어 마운트 부재 몸체
(21)의 하측 양 사이드면이 개방면(13)의 상측 가장자리에 밀착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마운트 부재 몸체(21)를 우측으로 90도까지 회전하게 되면, 상기 "T"자(字)형 너트(22)
의 귀두부(23)의 상부의 대향하는 양측면은 두 개의 대향하는 단턱부(14)의 각 하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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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에 당접되는 한편, 상기 "T"자(字)형 너트(22)의 회전지지 돌기부(24)의 대향하는
두 개의 세로방향의 외측면이 양 단턱부(14)의 수직 외측면에 당접되어 고정지지 되어
진다.
[0033] 회전지지 돌기부(24)는 직사각통 형상을 가지며, 세로 방향의 일측면과 그에 대
응하는 반대쪽 면의 두께는, 두 개의 단턱부(14) 사이의 공간, 즉 개방면(13)의 폭보다
작으며, 세로 방향의 타측면과 그에 대응하는 반대쪽 면의 두께는, 두 개의 단턱부(14)
사이의 공간, 즉 개방면(13)의 폭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형성됨으로써, 사용자
가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트 부재(20)의 "T"자(字)형 너트(22)를 개방면(13)에 삽입한
후 회전시키면, 사각통 형상의 회전지지 돌기부(22)의 상대적으로 폭이 작은 세로 방향
의 대향하는 두 외측면이 실제로 양 단턱부(14)의 수직면과 대응되어진다.
[선행고안 2]
[0043] 이 때, 상기한 장방형의 제2기둥부(4b)는 네모서리 중 대칭으로 2개소에 각각
형성된 환형부(4c) 및 직각부(4d)를 가지는 형태이므로, 상기한 2개의 환형부(4c)에 의
해 상기한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개구(13)를 형성하는 양 단턱(14)의 양 개방면(14a)
사이로 회전되면서 그 측면이 강하게 협지(挾止)되어 고정되며, 더욱이 상기한 2개의
직각부(4d)에 의해 더 이상의 회전은 가능하지 않게 되며, 한편 베이스(5)의 상면은 상
기한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개구(13)를 형성하는 양 단턱(14)의 양 내측면(14b)과 접
촉된 상태로 프레싱하게 된다.
[0044] 부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파스너(1)의 상기한 제2기둥부
(14b) 및 베이스(5)는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개구를 통하여
그 길이 방향으로 상기한 "T"형 공간부(12) 내로 삽입 가능한 반면, 상기한 제2기둥부
(14b) 및 베이스(5)가 헤드(2)의 우방향 90˚회전에 의해 함께 회전하면 상기한 환형부
(4c)에 의해 제2기둥부(14b)가 상기한 알루미늄 프로파일(10)의 단턱(14)의 개방면(14a)
사이에 끼워지는 한편, 상기한 베이스(5)의 상면은 단턱(14)의 내측면(14b)과 접촉한 상
태에서 상기한 와셔부(3)와 함께 상기한 단턱(14)의 내외측을 협지(挾止)하여 이탈 방지
되며, 상기한 제2기둥부(14b)의 직각부(4d)에 의해 90˚를 초과하는 회전이 금지됨과 아
울러 풀림이 방지된다.

2) 기능 및 작용효과의 차이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마운팅 부재의 회전 부분의 지름과 프로파일의 턱
사이의 간격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회전 부분의 지름에 비하여 턱 사이의 간격이
커서 이들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마운팅 부재를 범용으로 사용하여 견
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전 부분(111)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
고 무른 재질로 된 ‘간섭 돌기’를 돌출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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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6의 (b), (d)]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
상기 회전 부분(111)은, [도 6] 및 [도 7]과 같이, 원기둥 형상으로 형성하며, 이때 그
지름은 두 개의 턱(S) 사이의 간격과 같거나 조금 작게 제작하여 이들 턱(S) 사이를 통
해 홈(R) 안에 끼울 수 있게 제작한다. 특히, 상기 회전 부분(111)은, [도 6(d)]와 같이,
원기둥 형상의 외주 일부를 턱지게 형성하여, 블록 부재(100)를 직각으로 회전했을 때
이 턱진 부분이 홈(R)에 형성한 턱(S)에 맞닿게 구성함으로써, 홈(R) 안에 끼운 블록 부
재(100)가 양쪽으로 요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
호 [0033])
특히, 상기 고정 부분(112)에는, [도 6] 및 [도 7]과 같이, 블록 부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간섭 돌기(112a)를 돌출 형성한다. 간섭 돌기(112a)는 걸림 부분(110)을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블록 부재(100)를 돌릴 때 턱(S)과 간섭이 생길 수 있는 위치에 형성하
고, 특히 블록 부재(100)를 직각으로 돌렸을 때 이처럼 턱(S)과 발생한 간섭으로 변형
되면서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끼이게 하여 블록 부재(100)를 프로파일(P)에 고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같은 규격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마주하는
두 개의 턱(S) 사이 간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처럼 간격이 다르더라도 턱(S)과 회전 부
분(111) 사이에서 간섭 돌기(112a)가 변형하거나 파손되면 그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블록 부재(100)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문단번호 [0035])

즉, 아래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ⅰ) 이 사건 제
1항 출원고안은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틈새(G)가 없는 경우에 회전 부분이
회전하여 끼워지면서 고정하는 작용효과가 나타나고, ⅱ) 프로파일의 두 개의 턱(S)
사이 간격이 달라져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틈새(G)가 발생한 경우, 간섭 돌
기(112a)가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끼워져 블록 부재(100)를 프로파일(P)에 고
정하는 작용효과를 갖게 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간섭 돌기’의 구성이 추
가됨으로써 하나의 마운팅 부재를 이용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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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선행고안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기둥부의 폭과 프로파일의 개구
를 형성하는 양 단턱의 개방면의 치수가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하여, 제2기둥부가
그 환형부에 의해 단턱의 개방면 사이로 회전되면서 그 측면이 협지되어 고정되
고 그 직각부에 의해 90˚를 초과하는 회전 및 풀림이 방지되는 것이므로, 선행고
안 2로부터는 위 ⅱ)항과 같은 기능 및 작용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고안 2의 [도 1a, 1b]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간섭 돌기’와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
는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3) 결합에 대한 동기나 암시의 부재
가) 선행고안 1, 2는 모두 이 사건 출원고안과 같이 ‘회전 부분’과 ‘턱’ 사이에 ‘틈
새(G)’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마운트 부재 또는 파스너를 범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관한 인식이 개시되거나 암시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양 고안
모두 ‘회전지지 돌기부’ 또는 ‘제2기둥부’와 프로파일의 ‘개방면’ 사이에 ‘틈새(G)’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4의 ‘간섭 돌기’와 같은 구성을 추가하거
나 그 구성요소를 변경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설령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선행고안 1의 ‘회전지
지 돌기부’에 ‘환형부와 직각부가 형성된 장방형의 제2기둥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일
뿐(이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회전 부분’에 대응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간섭 돌기’의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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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회전 부분’이 선행고안 2의 ’제1
기둥부‘에,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간섭 돌기‘가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에 대비
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에 ‘회전 부분’의 형상이나 홈과의 간격 등
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선행고안 2의 ‘제1기둥부’와 같이 알루미늄 프
로파일의 홈보다 그 폭이 좁은 구성도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간섭 돌기’는 ‘고정 부
분에 돌출 성형되어 회전 부분과 턱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는 부분’으로 ‘프로파일 보
다 무른 재질’인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형상이나 형성 위치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한 바 없다. 그런데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도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회전
부분’에 해당하는 ‘제1기둥부와 단턱 사이에 끼워지는 구성’으로 ‘프로파일의 재질인
알루미늄 보다 무른 나일론 수지 재질’이므로, ‘간섭 돌기’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선행고안 2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홈 사이에 간격이 다소 차이가 나는
프로파일에 대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음이 자명하므로, 선행고안 2도 파스너를 일정
범위의 홈을 가지는 프로파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검토 결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청구범위는 ‘상기 걸림 부분(110)은, 상기 블록 부재
(100)의 한쪽 면 중앙 부분에서 바깥으로 돌출하여 홈(R)에 끼워지는 회전 부분(111),
그리고 상기 회전 부분(111) 끝에 형성하여 홈(R)을 통해 그 안에 끼워지며 블록 부
재(100)를 돌림에 따라 홈(R)의 턱(S)에 걸려 고정 작용하는 고정 부분(112)을 포함하
고 … 상기 고정 부분(112)에는, 상기 블록 부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돌림에 따라 회전 부분(111)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도록 간섭 돌기
(112a)를 돌출 성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회전 부분(111)’은 홈에 끼워지고, ‘간
섭 돌기(112a)’는 고정 부분(112)에 돌출 성형되어 회전 부분(111)과 턱(S) 사이에 끼
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선행고안 2의 명세서에는 제1기둥부와 관련하여 ‘상기 몸체(4)는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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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부(4a)와 … 제2기둥부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선행고안 2의 [도 3b]

[0031]). 여기서 상기한 제1기둥부(4a)는 도시된 예
에서는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본 발명에 있
어서 그 형상은 임의적이며 제한적이지 않다(식별
번호 [0032]).’라고 기재되어 있고, 프로파일과의
체결과정을 나타내는 도 3a, 3b에 제1기둥부가 배
선용 덕트(20)의 바닥부(21)에 형성

이 사건 출원고안의 [도 7(b)]

된 홈에 끼워진 형상이 나타나 있
을 뿐, 달리 이 사건 제1항 출원고
안의‘회전 부분’과 같이 프로파일
의 양 개방면 사이에 끼워진다고
볼만한 기재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한편,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파일의 개구를 형성
하는 양 단턱(14)의 양 개방면(14a) 사이로 회전되면서 그 측면이 강하게 협지(挾止)
되어 고정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에서 홈에 끼워져 회전되는 ‘회전
부분(111)’과 그 구조와 위치가 동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틈새(G)가 없는 경우에 회전 부분이 회전
하여 끼워지면서 고정하는 작용효과가 나타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의 ‘회전 부분’은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선행고안 2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회전 부분’과 대비되는 구성은 ‘제2기
둥부’라고 보인다.
④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파일의 두 개의 턱
(S) 사이 간격이 달라져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틈새(G)가 발생한 경우, 간섭
돌기(112a)가 턱(S)과 회전 부분(111) 사이에 끼워져 블록 부재(100)를 프로파일(P)에
고정하는 작용효과를 갖게 되므로, 하나의 마운팅 부재를 이용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선행고안 2는 개방면 사이에 ‘틈새(G)’가 없는 것을 전제로, 마
운트 부재 또는 파스너를 프로파일의 외측면에 당접되게 하거나 개방면에 협지되는
구성을 채용한 것이고, ‘틈새(G)’ 발생을 고려한 구성이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위와 같은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그렇다면 선행고안 2의 ‘제2기둥부’는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간섭 돌기’와
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의 ‘회전 부
분’과 대비되는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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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토 결과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
안 1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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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허1236 거절결정(특) 2020. 10. 17.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레이저빔을 이용한 파열디스크의 제조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160406

2018원4104

관련사건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을 제1호증:

이 사건 출원의 최종 명세서 및 도면


을 제2호증: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36233호(비교대상발명, 선행발명)

을 제3호증:

레이저 빔 가공에서 절단 깊이에 대한

‘공업재료가공학’ 서적의 내용
입증방법


을 제4호증:

초점과 레이저 빔의 크기에 대한

‘레이저가공학’ 서적의 내용

을 제5호증: ‘Zook SRA 시리즈 스코어드 반전 작동 메탈 파열
디스크’의 카탈로그

을 제6호증:‘Fike SRX 파열 디스크’의 카탈로그

을 제7호증:‘반전형 파열판’의 기술규격이 기재된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집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스코어드 라
인(제1, 2 조사영역과 취약선)의 깊이 변화 형태가 다르고 스코어

심결요지

드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차이가 있으나 이 차이
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 가능한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
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

판결요지

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심결취소)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
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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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평판 형상에서, 역돔 형상의 파열부와
상기 파열부의 둘레에 평판 형상의 플
랜지부를 형성하는 파열디스크 형상
성형과정; 그리고 상기 파열부의 일측
면에, 설정 압력에 의하여 파열되는
스코어드 라인을 레이저빔의 조사에
의하여 성형하는 스코어드 라인 성형
과정으로 구성되고,

역돔 형상의 볼록 섹션(12)과 상기 볼
록 섹션(12)을 둘러싸는 외부 환형 플
랜지 섹션(14)을 포함하는 파열디스크
를 제공하는 단계(문단번호 [0016],
청구항 36)
설정 압력에 의하여 파열디스크 역전
이 개시‧수행되는 역전 개시 특징부
(14), 볼록 섹션(12)의 역전을 유도하
는 취약선(40), 이러한 역전을 통해
파열디스크 재료가 파열되는 개구 리
세스 선(56)을 상기 볼록 섹션(12)으
로부터 레이저에 의하여 금속을 제거
함으로써 형성하는 단계
(문단번호 [0015], [0017] 내지
[0022],
[0025],
[0027]
내지
[0031], 청구항 1 내지 8, 17, 36,
38, 41, 도 6)

상기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은, 역돔
형상의 파열부의 정점에 레이저빔을
포커싱하여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
속적으로 출력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
에 의하여, 파열부의 정점 부분에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최대로 되고,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
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보다 더
깊은(초과의 깊이)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에는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
의 주변 영역으로부터 이격되어 레이
저빔의
포커싱이
허용됨(문단번호
[0021], 청구항 1, 17)
충분히 복수의 중첩된 레이저 조사된
영역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
(16)의 깊이는 중심을 향하여 그 주연
부로부터 점진적이거나 매끄럽게 진행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증가함(문단번
호 [0019])
좁은 레이저 조사된 영역인 취약선
(40)의 깊이는 볼록 섹션(12)의 주연
부 근처에서 더 깊고 볼록 섹션(12)의
선단에
근접하여
감소함(문단번호
[0028], 청구항 3, 4, 8)
볼록 섹션(12)의 주연부를 따라 형성
되는 C 형태의 개구 리세스 선(56)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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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깊이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
(22)보다 더 깊고,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의 깊이 미만이 될 수 있음
(문단번호 [0029], [0030], 청구항
11, 도 6)

대표
도면

◈ 원고 주장
1) 구성요소 2는 높이 차이를 가지는 역돔 형상의 파열부의 정점에 레이저빔을
포커싱함으로써 가장자리로 갈수록 레이저빔의 포커싱이 연속적으로 어긋나
는 것에 의하여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얕아
지도록 하여 소정 이상의 압력이 걸리면 파열되는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선(line)이 아닌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영역으로서 레이
저 빔 조사가 아닌 레이저 밀링으로 성형되는 제1, 2 레이저 조사 영역(22,
24)과 레이저를 어떻게 조사하여 스코어드 라인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레이저를 이용하여 홈[취약선(40) 및 개구 리세스 선(56)]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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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만 개시되어 있을 뿐,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스
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얕아지는 레이저 가공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2에서 ‘레이저빔’은 일반적인 ‘스팟 형태의 레이저빔’을 포함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 2의 정점 부분에서 깊이가 최대이고 가장자리로 갈
수록 연속적으로 깊이가 낮아지는 스코어드 라인은 스팟 형태의 레이저를 이
동시켜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스팟 형태의 레이저의 출력을 조절하여 이동시키면서 깊이
가 변화하는 스코어드 라인을 가공하는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다.
2) 선행발명의 경우 레이저 가공에 의해 절단되는 깊이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이 가장 깊고, 그 다음으로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이 깊으며, 이에 비해 취약선(40)은 그 깊이가 얕으므로, 위
와 같은 파열부[볼록 섹션(12)]의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레이저 조사
로 형성되는 부분의 깊이가 ‘단계적으로’ 얕아지는 점에서 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의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및 취약선(40) 모두 레이저 조사에 의해 깊이가 달라지도록 가공되
는 것이고, 레이저 가공에서 절단되는 깊이는 레이저의 출력(사용 동력)에
비례하고 레이저빔의 직경에 반비례하여 당연히 초점에서 레이저빔의 직경은
가장 작아지므로, 깊이가 더 깊게 가공되는 부분에서 더 얕게 가공되는 부분
에 비해 레이저 빔의 출력이 높고 빔의 크기가 더 작게 레이저빔을 포커싱하
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3) 그리고 선행발명의 실시예의 경우 레이저 조사되는 복수개의 영역 사이에 깊
이의 불연속이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에는 이러한 레이저 조사되는 영역이
충분히 늘어나면 사실상 그 깊이의 변화가 연속에 가까울 정도로 점진적으로
바뀔 수도 있음이 시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중심 부분의 레이
저 조사 영역으로부터 주변부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그 깊이를 변화시키
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또한 선행발명의 제1, 2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24)은 ‘라인’이라기보다
는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 영역들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
(16)는 파열이 수행되는 영역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스코어드 라인’
역시 파열이 수행되는 부분으로서 이를 통해 파열 압력을 제어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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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제1, 2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24)의 ‘면’ 형태
를 ‘라인’ 형태로 변경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이 용이 도출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
았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1)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 1
구성 1은 파열디스크 제조방법으로서 파열디스크 형성과정과 스코어드 라
인 성형과정을 포함하는데, 비교대상발명에는 파열디스크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는
없으나 볼록한 섹션, 볼록한 섹션을 둘러싸는 외부 플랜지 섹션 및 볼록한 섹션에 형
성된 레이저 조사영역으로 이루어진 파열디스크가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파열디스
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구성 1과 같은 파열디스크 형성과정과 스코어드 라인 성형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므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성 2
구성 2는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을 역돔 형상의 파열부의 정점에 레이저
빔을 포커싱하여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
적으로 출력이 낮아지도록 함으로써, 파열부의 정점부분에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
가 최대로 되고 쟁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얕
아지게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제1레이저 조사영역보다 정점에 가
까운 부분에 깊이가 더 깊은 제2레이저 조사영역을 형성하며 제1레이저 조사영역과
제2레이저 조사영역은 단계적(불연속적)으로 형성하고 볼록한 섹션상에 취약선(40)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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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이 쉽게 극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 비교대상발명 1의 깊이 변화가 단계적(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제1, 2레이저 조
사영역과 취약선(40)을 깊이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변경하고, (나) 연속적으
로 깊이가 변화는 라인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점부근에서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최
대로 하는 방식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코어드 라인과 비교대상발명의 제1, 2레
이저 조사영역 및 취약선은 모두 정점부근에서 그 깊이를 최대로 하여 파열디스크를
안정적으로 파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점 부근에서 그 깊이가 최대로 되는 스코어
드 라인(제1, 2 조사영역과 취약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코어드 라인(제1,
2 조사영역과 취약선)의 깊이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상의 깊이 변화 방
식은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단계적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정점 부근에서 그 깊이가
최대로 되는 스코어드 라인(제1, 2 조사영역과 취약선)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 깊이
변화가 단계적인 것에서 연속적인 것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레이저 빔으로 깊이가 상이한 부분을 가공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그 중의 하나가 가공물에 조사되는 광출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공물에 조
사되는 광출력은 레이저 빔 자체의 출력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레이저 빔의 포커싱
(초점거리)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연속적으로 깊이가 변하는 라인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
점부근에서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최대로 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
며 결국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간의 차이점을 쉽
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비결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스코어드 라인(제1, 2 조사
영역과 취약선)의 깊이 변화 형태가 다르고 스코어드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을 구체
화한 것에 차이가 있으나 이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 가능한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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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역돔 형상의 파열부(볼록 섹
션)12)와 그 둘레에 평판 형상의 플랜지부(환형 플랜지 섹션)를 형성하는 파열디스크
형상을 성형(제공)하고, 설정 압력에 의하여 파열되는 스코어드 라인(개구 리세스 선)
을 파열부(볼록 섹션)의 일측면에 레이저빔의 조사에 의하여 성형하는 과정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1에서는 평판 형상에서 역돔 형상의 파열부와 그 둘레에 평판 형
상의 플랜지부를 구비한 파열디스크 형상을 성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파열디스크
형상을 성형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역돔 형상의 파열부 정점에 레이저빔을 포커싱하여 최대 출력
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출력이 낮아지도록 함
으로써 정점 부분에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최대로 되고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
수록 연속적으로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얕아지는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인 반
면, 선행발명에서는 개구 리세스 선이 C 형태로 볼록 섹션의 주연부에 레이저 조
사로 형성되고, 정점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갈수록 깊이가 변화하는지 여부 및 그
형성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성요소 1, 2의 스코어드 라인은 선행발명의 ‘제1, 2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24)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16)와 취약선(40)’에 대응하는데, 구성요소
1,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파열부의 정점에서 깊이가 가장 깊고 가장자리는
깊이가 얕도록 취약한 영역 내지 라인[스코어드 라인, 제1 및 제2 레이저 조사된 영
역(22, 24)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16) 및 취약선(40)]을 형성하여 설정된 압력에
의하여 파열되도록 하되, 기계적 가공이 아닌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파열디스크의 돔
영역에 취약한 영역 내지 라인의 가공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정확한 압력에서 파열되
도록 제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12)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의미
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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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2의 ‘스코어드 라인’과 선행발명의 ‘제1 및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24)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16) 및 취약선(40)’은 그 깊
이나 형상 및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고, 양 발명의 각 파열디스크가 설정된 압력에
정확히 반응하여 파열된다는 전체적인 발명의 기술과제와 작용효과에 공통점이 있다
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구성요소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파열부(볼록 섹션)의
정점(선단)에 형성되는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이 깊이가 가장 깊고, 그 둘레에 형성
되는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은 깊이가 더 얕게 형성되며, 여기서 파열부(볼록 섹션)
의 가장자리(주연부)로 이어지는 취약선은 깊이가 더 얕게 형성되다가 가장자리(주연
부) 근처에서 깊이가 깊어지고, 나아가 선행발명의 제1 및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는 ’레이저 조사된 영역‘을 충분히 분할하여 중첩하여 성
형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매끄럽게 보일 정도로 형성하더라도 여전히 연속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 깊이가 변화하는 반면, 구성요소 2의 스코어드 라인은 그 깊
이가 정점에서 가장 깊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얕아진다는 점에서 양 구
성요소는 그 깊이의 변화가 전혀 상이하다.
[0018] 특정 실시 형태에서, 역전 개시 특징부(16)는 또한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의 가
장 자리에 위치된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을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과 비교하여 더 얇은 두께를 가지며
이로부터 오목한 구조로 형성된다.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은 단일 깊이를 갖는 역전
개시 특징부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것보다 볼록한 섹션(12)이 역전되는 압력에 걸쳐 미
세 조절 제어의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
[0027] 취약선(40)과 같은 좁은 레이저 조사된 영역은 볼록한 섹션(12) 상의 특정 지점 또는
영역을 향하여 역전 개시 특징부(16) 내에서 시작되는 볼록한 섹션(12)의 역전의 유도를 돕
는다. 특정 실시 형태에서, 취약선(40)은 톱니(54)를 향하여 볼록한 섹션(12)의 역전을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디스크(10)의 개방이 보장된다.
[0028] 일부 실시 형태에서, 취약선(40)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의 깊이 이하의 깊이를
가지며, 항시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의 깊이 미만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 대안의 실시 형태에서, 취약선(40)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보다 금속이 더 두
꺼운 볼록한 섹션(12)의 주연부 근처에서 더 두꺼운 깊이를 가질 수 있다. 취약선(40)의 깊
이는 그 뒤에 금속이 더 얇은 경향이 있는 위치에서 볼록한 섹션(12)의 선단에 더 근접하여
감소될 수 있다.

- 209 -

[0029] 볼록한 섹션(12)이 오목부를 역전시키기 때문에, 디스크 재료는 개구 리세스 선(56)을
따라 파열되고 디스크는 개방된다. 디스크(10)는 개구 영역(58)이 힌지 영역(60)에서 디스크
(10)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구성된다.
[0030] 일부 실시 형태에서, 취약선(40)은 개구 리세스 선(56)과 역전 개시 특징부(16)를 상
호연결하고 이들 사이에서 연장된다. 개구 리세스 선(56)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보다
일반적으로 깊이가 더 깊을지라도 디스크(10)의 폭발 압력을 제어하지 않는다.
[0031] 도 10에서, 볼록한 세그먼트(12)의 역전 및 개방 이후의 디스크(10)가 도시된다. 페탈
(68)은 힌지 영역(60) 주위에서 페탈을 절첩하고 개구 리세스 선(56)을 따라 볼록한 섹션(12)
의 파열에 의해 형성된다. 페탈(68) 내의 주름(70)은 취약선(40)을 따라 형성된다.

② 또한 선행발명에서 ‘역전 개시 특징부’는 설정 압력에 반응하여 볼록 섹
션의 역전이 개시되는 영역이고, 이러한 역전이 ‘취약선’에 의해 유도되며, 그 이후
역전에 의해 ‘개구 리세스 선’에서 파열이 발생하여 1개의 페탈이 힌지 영역 주위에
서 절첩되어 파열디스크가 개방되고, 나아가 볼록 섹션의 역전 개시 압력(즉, 설정
압력)은 ‘역전 개시 특징부’에 의해 주요하게 제어되며(이는 제1, 2 레이저 조사된 영
역을 깊이에 차이를 두어 형성함으로써 단일 깊이로 형성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미
세하게 제어된다), ‘취약선’은 역전 개시 압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역
전의 진행을 유도하는 주요 인자로서 파열디스크 개방 시에 주름이 발생할 뿐이고,
더욱이 개구 리세스 선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보다 깊이가 더 깊을지라도 파열디
스크의 폭발 압력(즉, 설정 압력)을 제어하지 않는 반면, 구성요소 2의 스코어드 라인
은 정점에서 가장 깊게 성형되어 파열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의해
설정 압력이 결정되고(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26]), 나아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스코
어드 라인이 얕게 형성되어 파열 시 파편의 발생이 방지되므로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된다(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19])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그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다.
③ 그렇다면 양 발명은 파열디스크가 설정된 압력에 정확히 반응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발명 전체의 기술과제나 그 작용효과에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
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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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역돔 형상의
금형 내에 평판 형상의 원자재의 테두리 부분(플랜지 부분)을 클램핑한 상태에서 고
압의 유체를 평판 형상 부분의 일측면에 가하거나, 프레스 가공을 통하여 역돔 형상
의 파열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파열디스크 성형방법에 별다른 한정도 없다. 더
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도 파열디스크 성형방법과 관련하여 아
무런 한정이 없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역돔 형상의 볼록 섹션(12)과 이를 둘러싸는 외부
환형 플랜지 섹션(14)을 포함하는 파열디스크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열디스
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파열디스크 형상 성형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0022] 상술한 제110과정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를 보면, 도 4에 예시한 바와 같이, 금형(22,
24)을 이용하여 평판 형상부분(M)의 원자재의 테두리 부분 또는 플랜지 부분을 클램핑한 상태
에서, 고압의 유체를 평판 형상 부분의 일측면에 가하는 것에 의하여 파열부(14)가 형성되고,
원자재를 트리밍하는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파열디스크의 형상이 완료될 수 있다.
[0023] 그러나 본 발명의 역돔 형상의 파열부(14)를 구비하는 파열디스크를 성형하는 것은 이
러한 방법에 한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한 쌍의 금형 사이에서 평판 형상의 원자
재를 투입하여 프레스 가공하는 것에 의해서도 성형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③ 한편 평판 형상의 금속, 즉 판금 가공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 아래 왼쪽 도면과 같이 직접 또는 고무 모양의 막을
매개로 하여 액압에 의해 소성가공을 하는 ‘액압 벌지 성형법(hydrostatic bulge
forming)’13)이나 ㉡ 아래 오른쪽 도면과 같이 강재(鋼材)를 형틀(die)에 압입하고 형
틀 밖에서 단조 기계(프레스)로 힘을 가하여 형틀 모양대로 성형하는 ‘형단조(die
forging)’14)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액압 벌지 성형법

형단조

13) 네이버 지식백과, ‘액압 벌지 성형법’, 금속용어사전(1998. 1. 1.) 참조.
14) 네이버 지식백과, ‘형단조’, 기계공학용어사전(1995. 3.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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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주지관용기술인 ‘액압 벌지 성형법’이나
‘형단조’ 등의 판금 가공법을 참작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역돔 형상의 볼록 섹션(12)
과 이를 둘러싸는 외부 환형 플랜지 섹션(14)을 포함하는 파열디스크의 형상을 성형
하는 단계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가 선행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15)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구성요소 2의 기술적 의의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저압용 파열디스크에 일반적인 절삭 가공으로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할 경우 작업성 및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하는 방법을 채용하면서 특히, ① 정점에
서 외측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역돔 형상의 파열부에 레이저빔
을 조사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되, ② 파열부의 정점에 레이저빔을 포커싱한 후 레
이저빔 헤드의 상하 방향(Z축 방향)의 위치를 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열부의 정
점에서 외측 부분으로 갈수록 레이저빔의 광원과 파열부 표면의 거리가 역돔 형상의
높이 차이를 좇아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어 레이저빔이 초점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하 ‘디포커싱’이라 한다)을 적극 이용하여, 파열부의 정점에서 레이저빔의 출력이 최
대가 되고 외측 부분으로 갈수록 위와 같은 높이 차이에 의하여 레이저빔의 출력이
연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도 정점에서 가장 깊게 형성되고 외
측 부분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얕게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파
열디스크가 설정된 압력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며 파열 시 파편의 발생 없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위 선행
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
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을 제3 내지 7호증은 선행발명을 보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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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저압용 파열디스크의 제조에서, 일반적인 절삭 가공으로 스코어
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작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저압용 파열디스크에서 스코어드 라인의 성형에는 작업성 및 제품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세밀한 가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0012] 본 발명에 의하면 저압용 파열디스크를 레이저빔의 조사에 의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신뢰도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0024] 레이저빔을 조사하는 것에 의하여, 상술한 스코어드 라인(16)을 성형하게 되는데, 이는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도 5는 일반적인 레이저빔 장
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레이저빔 조사 장치는 실질적으로
스코어드 라인(16)에 대응하는 형상의 레이저빔의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0027] 그리고 정확한 레이저빔의 조사를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역돔 형상의 파열부(14)가
성형된 반제품을 상기 지그(35)에 세팅한다. 이렇게 반제품이 세팅되면, 실질적으로 파열부(14)
의 정점 부분의 높이(Ha)와 파열부(14)의 가장자리 부분의 높이(Hb)는 명백한 높이 차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도시한 실시 예에서는 파열부(14)의 내측면(오목한 부분)에 스코어드 라인을 형
성하는 것으로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파열부(14)의 외측면(볼록한 부분)에 스코어드 라인을 형
성하는 경우에도 명백한 높이차가 발생한다. 본 발명에서 정점 부분(C)의 높이(Ha)와 외측 부분
(O)의 높이(Hb)의 높이 차이는, 실질적으로 레이저빔의 광원과의 거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0028] 본 발명에서 레이저빔의 조사를 위하여 헤드(32)의 Z축 방향 위치는, 파열부(14)의 정점
부분에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맞추도록 한다. 즉 헤드(32)에서 조사되는 레이저빔은 파열부(14)에
접촉하면서 접촉 부분이 타면서 점점 얇아지게 되는데, 이때 레이저빔의 포커싱은 파열부(14)의
정점 부분에서 가장 큰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정점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레이
저빔의 포커싱은 실질적으로는 헤드(32)의 Z축 방향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0029] 따라서 상기 레이저빔 헤드(32)의 Z축 방향 위치가, 파열부(14)의 정점 부분의 높이(Ha)
에서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지면, 실질적으로 파열부(14)의 가장자리 부분의 높이(Hb)
에서는 레이저빔의 출력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돔 형상의 파열부(14)는 정점 부분
(C)에서 가장자리 또는 외측 부분(O)으로 연속적으로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정점 부분(C)에서
외측 부분(O)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출력이 낮아지게 된다.
[0031]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십자형의 스코어드 라인(16)이 십자형상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형상에 대응하는 레이저빔이 조사되면, 포커싱된 높이(Ha)에서는 최대 출력의 레이저빔
이 조사되어 스코어드 라인(16)의 깊이 및 폭이 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외측 부분(O)으로 갈
수록 레이저빔의 출력이 연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스코어드 라인(16)의 깊이 및 폭도 연속
적으로 작아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0035] 따라서 가장 깊은 스코어드 라인이 형성되어야 하는 지점에 헤드(32)의 Z축 방향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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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것에 의하여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C자 형상에 대응하
는 레이저빔이 조사되면, 포커싱된 높이의 스코어드 라인은 가장 깊게 형성될 것이고, 다른 높
이의 스코어드 라인은 높이차에 비례하여 얕게 성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0036] 이상과 같은 스코어드 라인(16)의 성형방법을 정리하면, 원하는 형상을 가지고 서로 연
결되어 있는 스코어드 라인은, 파열부(14)의 위치에 따라서 적어도 일부분은 다른 깊이를 가지
도록 성형되어야 한다. 적어도 일부분의 깊이가 다른 스코어드 라인을 구비하는 파열부(14)를
형성하기 위하여, 스코어드 라인에 대응하는 형상의 레이저빔을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빔 장치
를 이용하는 경우,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깊이가 다른 스코어드 라인
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0037] 그러나 스코어드 라인(16)을 성형하는 경우, 레이저빔의 출력 변화를 통하여, 스코어드
라인의 각 부분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성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팟(Spot) 형
태로 레이저빔을 출력하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레이저빔이 스코어드 라인 중에서 중앙 부분
(C)을 조사할 때 출력을 증가시키고, 외측 부분(O)으로 갈수록 출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깊이가 다른 형태의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0041] 그리고 스팟 형태의 레이저빔 조사 장치에서는, 동일한 출력으로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
하게 되면,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동일하게 성형될 것이고,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스코어드 라
인을 성형하게 되면 깊이가 상이한 스코어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 있어서, 스코어드 라인(16)의 깊이를 다르게 성형하는 경우, 깊이 변화를 연속적
으로 변하도록 성형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고, 몇 개의 구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변하도록
성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은 당연하다.

특히, 레이저빔 헤드는 파열부의 정점에 포커싱을 하기 위하여 상
하 방향(Z축 방향)으로만 이동하여 파열부의 정점에서 고정되고, 그 후 레이저빔 헤
드의 위치를 변경‧제어할 필요 없이 ‘디포커싱’에 의하여 파열부의 정점으로부터 외
측 부분으로 가면서 연속적으로 깊이가 얕아지는 것에 더하여 스코어드 라인에 대응
하는 형상(예를 들어 십자형상이나 C자 형상의 선형)의 레이저빔을 채용하면, 지그를
XY 평면에서 이동시킬 필요 없이 레이저빔의 조사만으로 스코어드 라인이 단번에 형
성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차이점 2로 인하여 제조 설비의 제어 등이 간소화됨으
로써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요소 2의 파열부의 정점 부분에서 깊이가
최대로 되고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깊이가 얕아지는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은 일반적인 스팟 형태의 레이저의 출력을 조절하여 이동시키면서 깊이가 변
화하는 스코어드 라인을 가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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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스코어드 라인의 각 부분의 깊이
를 조절하는 성형방법에 관한 실시예로 크게 ㉠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이용하는 경우
(문단번호 [0024] 내지 [0036] 참조, 이하 ‘실시예 1’이라 한다)와 ㉡ 레이저빔의 출력
변화를 이용하는 경우(문단번호 [0037], [0041] 참조, 이하 ‘실시예 2’라고 한다)로 나누
어 기재되어 있는바, 이들 실시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레이저빔의 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실시예 1은 포커싱이 파열부의 정점에 맞추어진 레이저빔의 포커싱을 그대로 둔 채
파열부의 형상(높이 차)을 좇아 발생하는 광원과 파열부 표면 사이의 거리 차에 의하
여(디포커싱) 각 표면에 집속된 ‘레이저빔의 출력(에너지 밀도)’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감소되는(낮아지는)’ 것이고, 실시예 2는 파열부의 각 표면에 포커싱을 계
속 유지하면서 정점에서 ‘레이저빔의 출력(사용 동력)’을 최대로 하고 가장자리로 갈
수록 ‘레이저빔의 출력(사용 동력)’을 연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 기술적 의미
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실시예 1, 2에 따른 스코어
드 라인 성형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역돔 형상의 파열부의 정점에서 레이저
빔이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출력
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레이저빔의 포커싱
을 이용하는 실시예 1의 기술적 구성과 같이 ‘역돔 형상의 파열부의 정점에 레이저빔
을 포커싱하여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속적으
로 출력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실시예 2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단순히 레이저빔의 출력을 조절하여 깊이가 다른 형태의 스코어드 라인
을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레이저빔을 파열부의 정
점에 포커싱한다거나 레이저빔을 파열부의 정점에 포커싱하여 최대 출력이 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0037] 그러나 스코어드 라인(16)을 성형하는 경우, 레이저빔의 출력 변화를 통하여, 스코어드
라인의 각 부분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성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팟(Spot) 형
태로 레이저빔을 출력하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레이저빔이 스코어드 라인 중에서 중앙 부분
(C)을 조사할 때 출력을 증가시키고, 외측 부분(O)으로 갈수록 출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깊이가 다른 형태의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0041] 그리고 스팟 형태의 레이저빔 조사 장치에서는, 동일한 출력으로 스코어드 라인을 성형
하게 되면, 스코어드 라인의 깊이가 동일하게 성형될 것이고,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스코어드 라
인을 성형하게 되면 깊이가 상이한 스코어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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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출력일 경우 레이저빔은 초점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 그 출력이 최대가 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역
돔 형상의 파열부와 같이 정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초점거리가 길어져 에너지 밀
도가 감소됨에 따라 그 출력이 낮아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자명하다.
④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스코어드 라인 성형과정은 실시예 1의 포커싱
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지관용기술
(가) 레이저빔 가공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보다 약 12년
전에 발간된 공업재료가공학에 관한 교과서(을 제3호증)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일보다 약 11년 앞서 발간된 레이저가공학에 관한 교과서(을 제4호증)에 ‘절단 깊이와
사용 동력, 절단 속도, 레이저빔의 직경 사이의 관계식’, ‘집속된 레이저빔의 점 크기
(직경), 초점깊이, 에너지 밀도(출력 밀도)의 관계식’이 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아래와 같은 레이저빔 가공 관련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에 널려 알려
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레이저빔 가공에 있어서 절단 깊이(t)는 레이저빔의 사용 동력(P)에
비례하고, 절단 속도(v) 및 레이저 빔(d)의 직경에 반비례한다(즉, t ∝ P/vd, 을 제3
호증).
② 아래 그림과 같이 레이저빔이 집속된 위치에서 집속빔의 에너지 밀
도(출력밀도)는 집속빔의 점 크기(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초점길이가 길수록 초
점면에서 점 크기가 커지므로 에너지 밀도(출력밀도)가 감소된다(을 제4호증).
초점거리가 다른 집속렌즈에 의한 집속빔의 크기와 출력밀도 관계

(나) 또한 볼록 섹션에 십자형상의 스코어드 라인이 형성되고, 그 정점에
서 파열이 시작되어 스코어드 라인을 따라 찢어져 완전히 개방되는 ‘반전형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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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드 파열디스크(절삭홈붙이 반전형 파열판)’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에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검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① ‘제1, 2 레이저 조사된 영역’이
각 영역의 깊이를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성형하므로 역전 개시 압력(즉,
설정 압력)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고, ② 파열부(볼록 섹션)의 가장자리(주연부)로
이어지는 취약선이 깊이가 더 얕게 형성되다가 가장자리(주연부) 근처에서 깊어지므
로 주름이 발생할 뿐 파열되지 않은 채 파열부(볼록 섹션)의 역전을 유도할 수 있으
며, ③ 개구 리세스 선이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보다 깊이가 더 깊을지라도 파열디
스크의 폭발 압력(즉, 설정 압력)을 제어하지 않음으로써 파열디스크는 1개의 페탈이
힌지 영역 주위에 절첩되어 개방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주지
관용기술로 인정되는 ‘반전형 크로스 스코어드 파열디스크(절삭홈붙이 반전형 파열
판)’는 파열부(볼록 섹션)의 정점에서 파열이 개시되고 크로스 스코어드 라인(절삭홈)
을 따라 파열이 계속되어 파열디스크(파열판)가 개방되므로,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
의 크로스 스코어드 라인(절삭홈)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상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선행발명의 ‘역전 개시 특징부, 취약선, 개구 리세스 선’을 주
지관용기술의 ‘크로스 스코어드 라인(절삭홈)’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는 선행발명
의 위 구성들에 의한 역전 개시 조건, 파열 조건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이 설정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설계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선행발명의 명세서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제1, 2 레이
저 조사된 영역을 포함하는 ‘역전 개시 특징부’는 다각형으로 형성되거나 볼록 섹션
의 정점에서 그 중심이 오프셋 되어 형성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디)포커
싱을 이용’하는 경우 볼록 섹션의 정점에서 ‘동일 높이 차이’에 위치하는 지점은 ‘동
일 깊이’로 스코어드 라인이 성형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와 달리 선행발명의 볼록 섹션에서 ‘동일 깊이로 형성된 다각형’의 역전 개시 특징
부의 형상 또는 ‘정점에서 오프셋’됨으로써 볼록 섹션의 정점에서 서로 다른 높이 차
이가 발생함에도 ‘동일 깊이’로 형성되는 역전 개시 특징부의 형상을 통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성형 방법으로 ‘(디)포커싱을 이용’하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매우 어렵다.
[0023] 역전 개시 특징부(16)는 임의의 개수의 기하학적 형상을 취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은 다각형, 즉 2개의 절두 측면 가장자리(36, 38)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길이의 5개의 측면 가장자리(26, 28, 30, 32, 34)를 갖는 7각형이다. 제2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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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영역(24)은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보다 더 작은 치수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
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레이저 조사된 영역(22, 24)은 상이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다.
[0024] 특정 실시 형태에서,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이 볼록한 섹션(12)의 선단 위로 연장
될지라도, 이는 이로부터 오프셋 설정된 기하학적 중심을 갖는다. 지지 링(42)의 톱니(54)로부
터 볼록한 섹션(12)의 마주보는 측면 상에 역전 개시 특징부(16)를 배치함에 따라 볼록한 섹션
(12)의 선단에 특징부(16)를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여 개방 작업의 제어가 향상되는 것으로 도
시된다. 이 오프셋은 향상된 개방 거동 및 더 넓은 범위의 폭발 압력 제어를 야기하는 볼록한
섹션의 불균형 야기를 돕는다. 특정 실시 형태에서, (제2) 레이저 조사된 영역(24)은 또한 (제1)
레이저 조사된 영역(22)에 의해 야기된 불균형을 추가로 보강하는 볼록한 섹션(12)의 선단으로
부터 오프셋 설정된다.

(라) 앞서 본 레이저빔 가공에서의 주지관용기술(을 제4호증)에서 초점
근방 세 곳의 위치에서 집속된 빔의 크기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레이저빔의 에너
지 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른 ‘초
점면’에서의 레이저빔의 에너지 밀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가공 조건(속도)의 조절에 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점면을 이탈한(디포커싱) 레이저빔의 출력 밀도 변
화를 레이저빔 가공에 적극 이용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
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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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허2772 거절결정(특) 2020. 7. 9.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147064

2018원4107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 5호증: 비교대상발명 2, 3
비교대상발명 1의 승객(사용자)에는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교통약자에 상당하는 탑승정보도 쉽게 안출
해 내어 제공할 수 있다.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① ‘버스 통신장치로부터 버스의 현재 위치
(접근 정보)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한 탑승정보를 승강장으로부터
전송하는 구성과 승강장의 통신수단이 대기승객정보(탑승정보)를

심결요지

가장 인접한 버스 식별번호의 버스통신장치로 전송하는 구성이 개
시되어 있는 점과 ② 버스와 승강장 간에 탑승정보를 무선으로 통
신 전송시 통상적으로 승강장의 식별코드를 인식하여야만 그 송신
(요청)과 수신(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선 통신에서 기본적인 자
명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에도 내재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
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은 버스가 승강장으로부터 승차요청을 받으면 의도적
으로 미루지 않고 승강장을 통하여 대기승객의 모바일 장치로 탑승

판결요지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선행발명 1에서 이 사

(심결취소)

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과 같이 직전 승강장에 이르렀을 때 비로
소 탑승정보를 전송한다면 대기승객이 만원버스라는 탑승정보를 수
신할 경우 탑승요청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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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달성이 저해되고 버스가 승강장에 지속적으로 탑승정보를 전
송한다는 의미도 반감되어 그 기술적 의의를 잃게 한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버스 단말에서 매 승강장 단말로 식별코
드를 요청‧수신하여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송신한 승강장 단말로 전송하는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버스가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다가 탑승정보를 송신할 시점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강장의 승차요청에 대하여 버스의 현재
위치를 그 승강장으로 전송할 뿐 버스에서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한 구성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재위치를 파악하거나 탑승정보를 송신할 시점을 결정할 수단을
채택할 동기도 없다.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버스 단말이 직전 승강장과의
양방향 통신에 의하여 접근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버스 정보 시
스템(BIS/BMS)이나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가 종합사령실(중앙
서버)에서 위치정보 등을 수집‧가공하여 안내정보를 전송하거나 직
전 승강장이 아닌 당해 승강장에 도착할 때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주지관용기술과 다르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방법이 주
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④ 을 제3호증의 ‘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에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면 장애인 표시 전광
판이 비콘의 신호를 전달받아 불이 켜지게 되고 버스기사는 전광
판의 켜진 신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방
식이 개시되어 있다. 위 기술은 승강장에서 버스로 신호를 전송
하는 수단이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가 당해
승강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기를 인식하게 되는 점
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므로, 선행발명 1에 결합되더라
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동기나 암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 4는 선
행발명 1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하기는 어렵다.

- 220 -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며 탑승 도우미 앱이 설치된 사용자 단
말 및 버스에 설치되는 버스 단말과의 무선
통신에 의해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을 안내하
는 승강장 단말에 의해 수행되되

[0017]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
명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은 승객이 휴대
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 송수신 장치
가 구비된 승강장 및 버스로 구성된다.
[0019] 버스 승강장은 버스 승차하는 곳
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버스 노선번호, 대
기 시간 등을 승객에게 표시할 수 있는 장치
...(중략)... 가 구비된 것이 바람직하다.

탑승 도우미 앱을 통한 사용자 단말로부터
버스 노선번호를 포함하는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버스 단말로부터 확인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
드와 상기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주기적
으로 무선 전송하는 (a) 단계

[0020]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서비
스 방법 (a) 승객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
여 승차할 버스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승차
요청 정보를 승강장에 전송하는 단계; ...
(중략)... (c) 상기 모바일의 위치가 승차
가능한 구역에 있는 경우, 대기승객이라고
판단하고 상기 대기승객 정보를 상기 승강
장에 가장 인접한 상기 식별번호의 버스에
전송하는 단계; ...(중략)...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27] 그리고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
로서, 상기 버스에서 상기 버스의 현재의
위치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하는 탑승 정보
를 상기 승강장으로 전송하는 단계; ...(중
략)... 를 더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
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접근 정보를 사용자 단
말로 전송하는 (b)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고

[0027] 그리고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
로서, 상기 버스에서 상기 버스의 현재의
위치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하는 탑승 정보
를 상기 승강장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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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승강장에서 상기 모바일 장치로 상기
탑승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버스 단말로부터의 승강장 식별코드 요청 수
(대응 구성요소 없음)
신 시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를 전송하여
응답하는

◈ 원고 주장
선행발명 1은 버스 단말이 ‘직전 승강장’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승강장 단말에 전송하는 반면, 이 사건 출원
발명은 버스 단말이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매 승강
장 단말로 식별코드를 요청·수신하고, 교통 약자가 대기하는 승강장 단말은
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만 상기 접근 정
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선행발명 1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버스 정보 시스템 분야의 기술에서도 개시되어 있
지 않고, 이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이를 암시나 동기도 없다. 이 사건 출
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선행발명 1도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통신을 통해 버스가 해당 승강장과의
상대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버스 정보 시스템(BIS)에서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
류소 표준 데이터 형식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가 각 노선버스의 직전 승강장 출발 여부를 화면으로 표시하거나 음성으
로 알리고,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 정보 시스템(BIS)이 이미 널리 구축되고
있었으며, 버스의 정류장 도착 시 비콘으로 버스의 위치를 자동 파악하는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바, 이는 주지관용기술이거나 기술상식에
불과하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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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버스 단말
로부터의 승강장 식별코드 요청 수신시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를 전홍하여 접근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인데,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선행발명 1에는 탑
승 정보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구성이 없고, 버스가 승강장과의 통신을 통해 자신
의 위치를 파악하는 구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주지관용기술인
비콘을 이용한 통신 방식을 통해서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발명의 목적은 교통 약자가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 단말에 설치
된 앱을 통해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의 노선번호를 선택하고 버스의 접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률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교통 약자를 위한 버
스 탑승 안내 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1, 0016] 기재).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대기승객 알림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승객 알림 서비스 방
법에 관한 것이고, 그 발명의 목적은 선 승차 요청 방식을 통해 버스의 효율적 운행
이 가능하고, 탑승인원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탑승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
번호 [0001, 0007] 기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승객(사용자)에게 탑승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발명의 목적에서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도 탑
승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탑승체계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목적
에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
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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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휴
대하고 다니며 탑승 도우미 앱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 및 버스에 설치되는 버스 단말
과의 무선 통신에 의해 교통 약자의 버스 탑승을 안내하는 승강장 단말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성 1의 ‘사용자 단말, 버스 단말, 승강장 단말’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1
의 ‘휴대용 모바일 장치(도면 1), 버스 무선 송수신 통신장치(도면 1), 승강장 무선 송
수신 장치(도면 1)’에 대응되어 동일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휴대용 모바일 장치(식별번호 [0018] 기재, 도면 1)는 승
객(사용자)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목적지 또는 버스 식별번호의 검색이 가능하고 승강
장치와 송수신이 가능하며, 버스에서도 무선 송수신 통신장치 및 각종 승차정보를 표
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구비하고 있고(식별번호 [0018, 0019] 기재, 도면 1), 승강장
통신장치는 승객(사용자)의 모바일장치 및 버스통신장치와 무선통신에 의해 탑승정보
를 제공하는 점에서(식별번호 [0018, 0019] 기재, 도면 1)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 승객(사용자)을 교통약자로 제한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
교대상발명 1의 승객(사용자)에는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교
통약자에 상당하는 탑승정보도 쉽게 안출해 내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구성의 곤란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①탑승 도우미 앱을 통한 사용자 단말로부터 버스 노선번호를 포
함하는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수신한 경우 ②버스 단말로부터 확인 신호가 수신
될 때까지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와 상기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주기적으로 무
선 전송하는 (a) 단계”이다.
살피건대, 먼저 구성 2-①은 사용자가 승강장단말에 승차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승객(사용자)이 휴대용 모바일 장치(식별번호 [0018] 기재,
도면 1)에 의해 버스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승차요청 정보를 승강장에 전송하는 구성
에 대응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청구항 1의 (a) 기재, 식별번호 [0020] 기재).
다음, 구성 2-②는 승강장단말이 버스단말로 자신의 식별코드 및 승객의 탑승요청
신호(탑승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승강장 통신수단이 그
대기승객정보(탑승정보)를 가장 인접한 상기 버스 식별번호를 갖는 버스에 무선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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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성(청구항 1의 (c) 기재, 식별번호 [0020] 기재)에 대응되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①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수신한 경우 ②
상기 접근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b) 단계”이다.
살피건대, 먼저 구성 3-①은 버스 단말에서 승강장단말로 접근정보(직전 승강장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 수신토록 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버스 통신장
치로부터 버스의 현재 위치(접근정보)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한 탑승정보를 상기 승강
장으로 전송하는 구성(청구항 4, 식별번호 [0027] 기재)에 대응되어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다음, 구성 3-②는 승강장단말에서 상기 접근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인
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승강장의 통신수단이 사용자(승객)의 모바일 장치로
상기 해당 버스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접근정보(탑승정보)를 다시 전송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청구항 4, 식별번호 [0027] 기재)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실질적
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
할 수 있다.
(라) 구성 4의 대비
구성 4는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버스 단말로부터의
승강장 식별코드 요청 수신시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를 전송하여 응답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버스 통신장치로부터 버스의 현재
위치(접근 정보)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한 탑승정보를 상기 승장장으로 전송하는 구성
과(청구항 4, 식별번호 [0027] 기재), 승강장의 통신수단이 대기승객정보(탑승정보)를
가장 인접한 상기 버스 식별번호의 버스통신장치로 전송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과(청구항 1의 (c), 식별번호 [0020] 기재), 상기와 같이 버스와 승강장 간에 탑승정
보를 무선으로 통신 전송시 통상적으로 승강장의 식별코드를 인식하여야만 그 송신
(요청)과 수신(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선 통신에서 기본적인 자명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비교대상발명 1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 구성
의 곤란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안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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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다.
또한,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구성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예측
하기 어려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
된다.
나.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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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2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사용자 단말(모바일 장치), 버스
단말(송수신 장치가 구비된 버스), 승강장 단말(송수신 장치가 구비된 승강장)의 무선
통신(송수신)에 의해 교통 약자(승객)의 탑승 안내(버스 노선번호, 대기 시간 등)가 수
행(표시)되므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사용자 단말
(모바일 장치)로부터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승차요청 정보)를 수신한(전송 받은) 승
강장 단말(승강장)이 승강장 식별코드와 도우미 요청 신호(대기승객 정보)를 전송하
고 버스 단말로부터(버스에서) 확인 신호(탑승 정보)를 수신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승강장 단말(승강장)이 버스
단말로부터(버스에서) 수신한 정보를 사용자 단말(모바일 장치)로 전송한다는 점
은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3은 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
를 수신한 경우‘ 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버스로부터 ’
현재 위치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하는 탑승 정보를 수신하여‘ 승객 모바일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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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3)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직전 승강장에 접근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버스 단말이 승
강장 단말에 승강장 식별코드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한 승강장 단말은 버스 단말에
자신의 승강장 식별코드를 전송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구성요소 3, 4의 기술적 의의
종래에는 GPS를 통하여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탑승 대기 중인 버스의 위
치정보와 도착사실 등을 알렸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탑승 도우미 요청신호를 수신
한 버스가 교통 약자가 탑승대기 중인 승강장의 직전 승강장에 도착한 후에 비로소
직전 승강장 도착 사실을 대기 중인 교통 약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 운전기사의 경각
심 고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탑승요청 신호를 수신한 버스 단말은 매
승강장에 도착할 때마다 그 승강장 단말에 식별코드를 요청하고 해당 승강장 단말로
부터 식별코드를 전송받아 버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도착 예정 정보를 버스
단말이 전송하는 ‘시점’(직전 승강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수단을 채용하였다. 이는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직전 승강장 도착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술과 구별되고(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서 ‘GSP 수신부가 더 구비될 수
있다[0047]’고 하여 청구범위에는 GSP 이용이 배제됨을 알 수 있다), 버스 단말이 승
강장 단말의 통신 반경에 다다른 경우 진행되는 탑승 도우미 요청 및 버스의 확인을
위한 통신(구성요소 2)과 별도로 행해진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2) 선행발명 1의 구성
선행발명 1은 승강장으로부터 대기승객 정보를 전송받은 버스가 현재의 위치
및 탑승인원수를 포함하는 탑승정보를 승강장으로 송신하고 승강장에서 이를 승객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버스는 대기승객을 놓치지 않고 탑승시키거나 대기승객이
없는 경우 정차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어 효율적 버스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
승객은 버스의 배차정보와 탑승인원수를 알게 되어 만원 버스에 대한 탑승요청을 해
제하고 다른 버스를 탑승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에서 대기승객정보를
전송받은 버스는 승강장과의 통신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현재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인 점, 승객은 승강장을 통해 배차정보와 탑승한 인
원수를 알 수 있으므로 만원버스라는 탑승정보를 수신할 경우 탑승요청을 해제하여
다른 버스를 탈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버스가 ‘지속적’으로 승강장 단말을 통
하여 사용자 단말에 버스의 현재 위치를 전송하는 구성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행발명 1에서 버스는 승강장으로부터 승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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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호를 받아 직전 승강장에 도착할 때까지 탑승 정보를 승강장으로 전송하는 것
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구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주지관용기술
① 버스 정보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은 기존의 버스 시스템에 첨단
의 정보‧통신‧컴퓨터‧전자, 제어, SI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효
율을 제고시키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한 분야로 시
내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대기승객, 차내 승객, 버스운전자 등에게 안내
전광판, 단말기,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② 버스 정보 시스템(BIS)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BIS를 총괄하는 중앙관제센터,
버스안내단말기, 버스운영단말기, 버스 내부에 탑재된 무선송수신 시설 등의 구성요
소와 이들 사이의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③ 버스 위치 추적 기술은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검지 방식과 파악
된 위치정보를 종합사령실(센터)로 전송하는 통신 방식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위
치검지 방식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GPS 방식, 비컨 방식, DSRC 방식이 있고 통
신 방식은 비콘망, CDMA망, 무선데이터망, DSRC 방식, 무선랜 등이 있다.
④ 비콘 방식은 정류장에 위치 비콘을 설치하여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소
형 무선기지국(비콘망) 또는 유선통신망을 통하여 종합사령실로 위치 및 버스운행 정
보를 제공한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버스의 무선통신 단말로부터 정류장의 비
콘으로 정보(버스의 식별번호 및 위치정보, 교통정보)를 전송하고, 비콘으로부터 버스
의 무선통신 단말로 정보(정류장 식별번호, 운행시간정보, BIS 센터로부터의 지시사
항)를 전송받는다.
⑤ DSRC는 도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노변장치라 불리는 소형기지국(RSE)과 차
량 내에 탑재된 차량 탑재장치 간의 단거리 전용통신을 의미하고, 소형기지국을 통하
여 종합사령실로 위치 및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⑥ 정류장의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가 버스의 직전 정류소 출발상황, 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4) 선행발명 1 및 주지관용기술에서 구성요소 3, 4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버스가 승강장으로부터 승차요청을 받으
면 의도적으로 미루지 않고 승강장을 통하여 대기승객의 모바일 장치로 탑승정보를
전송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
소 3과 같이 직전 승강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탑승정보를 전송한다면 대기승객이
만원버스라는 탑승정보를 수신할 경우 탑승요청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고 버스가 승강장에 지속적으로 탑승정보를 전송한다는
의미도 반감되어 그 기술적 의의를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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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버스 단말에서 매 승강장 단말로 식별코드를 요
청‧수신하여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전 승강장에
의 접근 정보를 탑승 도우미 요청 신호를 송신한 승강장 단말로 전송하는 것이다. 반
면 선행발명 1은 버스가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데다가 탑승정보를 송신할 시점
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강장의 승차요청에 대하여 버스의 현재위치를
그 승강장으로 전송할 뿐 버스에서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
고, 이를 위한 구성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재위치를 파악하거나 탑승정보를 송신
할 시점을 결정할 수단을 채택할 동기도 없다.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버스 단말이 직전 승강장과의 양방향 통신
에 의하여 접근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버스 정보 시스템(BIS/BMS)이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BIT)가 종합사령실(중앙서버)에서 위치정보 등을 수집‧가공하여 안내정
보를 전송하거나 직전 승강장이 아닌 당해 승강장에 도착할 때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주지관용기술과 다르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위 방법이 주지관용기술이라
고 볼 증거도 없다.
④ 을 제3호증의 ‘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에는 버
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면 장애인 표시 전광판이 비콘의 신호를 전달받아 불이
켜지게 되고 버스기사는 전광판의 켜진 신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인
지하는 방식이 개시되어 있다. 위 기술은 승강장에서 버스로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이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가 당해 승강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교통약
자의 대기를 인식하게 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다르므로, 선행발명 1
에 결합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를 동기나 암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교통 약자(대기승객)가 탑승할 버스가
직전 승강장과 해당 승강장 사이에 있을 때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버스의 위치
를 포함한 탑승 정보)를 버스에서 승강장으로 전송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구성
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 4의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버스 단말로부
터의 승강장 식별코드 요청” 및 구성요소 3의 “버스 단말로부터 직전 승강장에의 접
근 정보를 수신한 경우”라는 기재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에서는 ‘버스 단말’이 주체가 되어 해당 승강장의 식별코드를 요청하여 전송받
고 이를 통하여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전 승강
장에의 접근 정보를 승강장 단말로 송신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승강장을 통하여 승
차요청을 받는 대로 현재 위치 등 탑승정보를 승강장에 전송한다. 이들 구성은 버스
단말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시점과 그 결정수단의 유무가 다르므로, 선행발명 1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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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승강장 도착 이후에 탑승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을 들어 양 구성이 서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선행발명 1도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스 단말과 승강장 단말
사이의 통신연결 확인을 위하여 식별 코드로 상대방을 확인‧인식하는 기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 프로토콜에서 통신연결 확인을 위해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필
수임은 기술상식이나, 이는 통신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수단에 불과하고, 나아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통신의 내용과 목적이 승강장 단말의 식별코드를
요청 및 인식하여 이를 기초로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
로, 위와 같은 통신분야의 기술상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선행발명 1에는 중앙서버와 승강장 및 버스 사이의 통신을 통해 버
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구성과[0038] 버스가 해당 승강장을 통과하면 저장하고 있
던 대기승객 정보를 그 승강장에 전송하는 구성[0043]이 나타나 있는바, 이는 통신을
하여 버스가 해당 승강장과의 상대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고, 주지관용기술인
버스 정보 시스템(BIS/BMS)에서 정류소 표준 데이터 형식이나 버스 정보안내 단말
기(BIT)에서 각 노선버스의 직전 승강장 출발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류소 표준 데이터 형식이나 직전 승강장 출발 여부를 안내하는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가 주지관용기술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종합사령실(중앙서버)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것으로서 버스 단말과 승
강장 단말 사이의 직접적인 양방향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선행발명
1의 위 구성은 버스가 서버를 통하여 수신한 대기승객 정보를 ‘해당 승강장을 통과
할 때’ 승강장에 전송함으로써 버스 승강장은 승객대기 상태를 ‘승객 대기 없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지관용기술인 비콘 방식과 같이 버스가 해당 승강장을 통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다음 승강장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 1에는 그 위치 파악을 위해 승강장 식별번호를 이용한다
는 구체적인 수단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근거로 선행발명 1에서도
버스 단말이 직전 승강장에의 접근 정보를 파악한다거나 대기승객 정보를 송신한 승
강장과의 상대위치를 파악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5, 6, 7, 9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5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은 ‘버스 단말’의 관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
을 기재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 4와 동일한 구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 사건 제7, 9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출원발명의 종속항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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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출원발명도 모두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이와 결론
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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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허3867 거절결정(특) 2020. 10. 15.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가스토오치의 화구팁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8-55933

2019원1339

관련사건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유체역학 교재(2012. 7월) 내용 발췌

입증방법


을 제2호증: 유체역학 교재(2000. 3월) 내용 발췌
을 제3호증:‘파이프 및 내부 유동’에 관한 블로그(2018. 12.
5.) 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2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

심결요지

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

(청구기각)

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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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1

2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상단 외주연에 연결유니트(200)와 결
합되는 플랜지(1)가 형성되고 내부에
는 하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벤츄리
형 가스통로(2)가 구성되고 하단에 토
출구(3)가 형성된 화구팁(100)

상단 외주연에 연결유니트(140)와 결
합되는 너트부(22)가 형성되고, 내부
에는 하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벤츄
리관처럼 좁아지는 가스통로(21)가 구
성되며, 하단에 가스통로(21)의 토출
구가 형성된 화구팁(20)
(식별번호 [0022] 내지 [0027] 및 [도
2f] 참조)

상기 화구팁(100)의 본체 내벽면(4)을
다수개의 평면부(5)(5')가 연결 형성되
는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

화구팁(20)의 가스통로(21) 내벽면을
원형으로 구성 ([도 2f] 참조)

대표
도면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 화구팁 외벽면의 형상이 원형이고, ㉡ 화구팁의 두께가
최소 기존 화구팁의 두께와 동일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구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이에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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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용이 도출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았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가스용접이나 절단작업에 사용되는
가스토오치 화구팁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화구팁의 효율적
인 구조를 제안하여 가스용접 등의 작업효율을 높힐 수 있는 가스토오치 화구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도 공통된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상단 외주연에 연결유니트(200)와 결합되
는 플랜지(1)가 형성되고 내부에는 하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벤츄리형 가스통로(2)
가 구성되고 하단에 토출구(3)가 형성된 화구팁(100)’이고, 이와 동일한 것으로 비교
대상발명 1에는 상단 외주연에 연결유닛트(140)와 결합되는 너트부(22)가 형성되고,
내부에는 하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벤츄리관형의 가스통로(21)가 구성되며, 하단 소
재(10)의 끝단에 가스통로(21)가 형성된 화구팁(20)이 개시되어 있어([0022]~[0027], 도
면 2f 참조), 양 대응 구성은 세부 구성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나)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화구팁(100)의 본체 내벽면(4)을 다수개의
평면부(5)(5')가 연결 형성되는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에 대응되
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화구팁(20) 가스통로(21)의 내벽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
어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으며, 구성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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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팁(100)의 내벽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내열성과 내구성이 향
상되어 수명이 연장되고 가스의 배출이 원활하여 용접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화구팁의 두께를 전혀 한정하지 않
고, 단지 ‘화구팁(100)의 본체 내벽면(4)을 다수개의 평면부(5)(5')가 연결 형성되
는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기재에 따르면
구성 2는 평면부(5, 5‘)의 설치 위치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화구팁(100)의
두께가 일부 부분에는 두꺼워지고 일부부분에는 더 얇아지는 경우(이하 ‘소몰형
평면부 화구팁 구조’라 한다)가 있을 수 있고, 평면부의 배치위치를 화구팁(100)
의 본체 외벽면쪽으로 훨씬 가깝게 하여 배치할 경우(즉, 별지 1. 도면 6의 팔각
형 모양을 상기 소몰형 평면부 화구팁 구조보다 훨씬 더 크게 하여 화구팁(100)
의 내부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화구팁의 외주면의 모든 부분에서 화구팁의 두께
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화구팁(20)보다 모두 얇아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
어, 비교대상발명 1보다 내구성과 내열성이 더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구성 2가 비
교대상발명 1보다 더 진보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화구팁 본체 내벽면의 구조를 원형에서 사각 이상 다각면으로
단순히 형상변경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
이다.
(3)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2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
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에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 어
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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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1)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화구
플랜지(너트부)5), 벤츄리형 가스통로 및 토출구가 형성된 화구팁에 관한 것이라는 점
에서 공통된다(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화구팁의 본체 내벽면을 다수개의 평면부가 연결된 다각면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화구팁은 본체 내벽면이 원형이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앞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화구팁 본체 내벽면의 형상이
각각 ‘사각 이상의 다각면’ 및 ‘원형’이라는 위 차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구팁 본체 내벽면이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 선행발명 1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없다.
가) 유체(가스)가 흐르는 유관(파이프, 덕트 등)의 단면이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음은 유체역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바(을 제1, 2호증 참조), 통
상의 기술자라면 화구팁 제조의 구체적 작업 환경, 제조 공정의 편의성 등 필요에
따라 본체 내벽면의 형상을 자유로이 채택함에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종래 기술과 다른 이 사건 제1항 발명만의 특징적 구성으로, 화구팁의 내벽면이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되는 구성요소 2만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내벽면이 사각 이상의 다각면으로 구성되는 것만에 의해서 화구팁의 내구성과
내열성이 종래 기술에 의한 화구팁의 그것보다 개선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도, 다각면의 내벽면을 갖춘 화구팁이, 다각면이 아
닌 내벽면을 갖춘 화구팁보다 실제로 개선된 내구성과 내열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
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기재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화
구팁의 내벽면이 다각면으로 구성되어 화구팁 벽체 두께가 부분적으로 두꺼워지므로
화구팁의 내구성과 내열성을 향상’시킨다거나(갑 제2호증, 제3면 식별번호 <0011>
등)‘다각면은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4각 이상으로서 두께를 보강하는 구조이면 모두
실시가능’하다는(갑 제2호증, 제5면 식별번호 <0021>) 등의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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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추상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구팁에 따른 개선된 내구성
및 내열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기존의 화구팁 두께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으로 두께를 보강하여 가스통로도 확보하고 내열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그대로에 의하더라도 화구팁의 가스통로 확보 및 내열성
등에 대한 향상 효과는 화구팁 두께의 세심한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화구팁의 두께에 대한 어떠한 한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두께 조절을 통한) 가스통로 확보’의 효과는 이 사
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효과이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플랜지(1)
의 상단 내주연에 본체의 내벽면(4)보다 요입되는 단턱(6)에 의해 연결유니트에 형성
된 가스통로와 화구팁의 가스통로가 일치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
여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용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갑 제2호증, 제5면
식별번호 <0022>, <0023> 참조)가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가스통로 개선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위 단턱 부분은 원고의 2018. 2. 21.자 보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부터 삭제된 구성 부분일 뿐만 아니라(위 기초사실
및 갑 제7, 8호증 참조), 단턱으로 인한 가스통로의 일치라는 효과 자체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는 벽체 두께 조절에 의한 가스통로 확보에 의한 효과와는 아무런 관
계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위 ‘(두께 조절을 통한) 가스통로 확보’의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의 위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아
무런 자료도 없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차이점에 불구하고 통
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
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
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가 거
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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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후10346 거절결정(특) 2020. 6. 25.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10-2016-0103566호

2017원2666

관련사건

<선행발명 1의 공지일>
쟁점사항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사실조회 결과

을 제2호증: 특허 제1649954호(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
달되었던 비교대상발명 1은 그 때 공지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

심결요지

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
성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특허법원)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
로 사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판결요지
(심결취소/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선
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

심리불속행
기각)

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
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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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과 같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은 특허료가 납부된 시점이 아니라 등록
원부가 생성된 때에 설정등록이 완료되고, 위와 같이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
점까지는 특허청 직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되는바, 비록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2016. 8. 16. 15:50:54) 이전
(2016. 8. 16. 13:53:33)에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
록원부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 이후(2016. 8. 17. 17:05:51)에서야 생
성된 이상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
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나머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의 특허료(설정등록료)가 완납되어 그 납부내역
이 특허청에 도달된 이후에 출원되었고 그 이후에 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
가 생성되었는바,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특허
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설정등록일)로부터 3
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며(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이에 따른 특허료를 냈
을 때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구 특허법 제
87조 제2항 제1호), 특허청 내부의 행정절차로 인하여 특허료가 완납되어 그
수납정보가 도달된 날을 지나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되더라도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날이 아니라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즉,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그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 날)’이 ‘설정등록일’로 되는 점, ②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
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구 특허법 제21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특허료가 완납되어
그 수납정보가 도달되면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때 제3자 등이
출원번호나 발명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복
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열람‧복사가 허용되는 상태
가 되는 점, ③ 더욱이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배타
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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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의 수납정보 도달 시점)부터 일반 공중이 해당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고 보는 것이 특허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선행발명 1은 특허료가 완납되어 그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시점인
2016. 8. 16. 14:00:47 이후에는 공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
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행발명 1의 공지일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인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선행발명 1의 공지일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이 아니
어서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비교대상발명 1의 출원 전 공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
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
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과 비교대상발명 1의 등록일은 모두 2016. 8. 16.로서
동일한데,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
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된 시점
과 비교대상발명 1이 설정등록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점의 선후를 따져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2019. 1. 16. 회신) 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서 접수일시는 “2016. 8. 16. 15:40:54”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특허료의 수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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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시점(이하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
점’이라 한다)은 “2016. 8. 16. 14:00:47”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설정등록 행위에 의해
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은 “2017. 8. 17. 17:05:51”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의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등록원부 생성시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점보다 시간적으
로 늦은 것이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서 접수시점에 대한 전산기록>

< 비교대상발명의 1의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에 대한 전산기록>

< 비교대상발명의 1의 등록원부 생성시점에 대한 전산기록>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의 공지시점이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인지 아니면 등
록원부 생성시점인지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된 선행기술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특허법 제79조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7조 제1항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7조 제2항 제
1호는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특허법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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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
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바로 설정등록을 해야 할 행정
적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특허청 등록
실무는, 특허청 내부의 행정절차로 인하여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이 지난 이후
에 설정등록 행위에 의해 등록원부가 생성되더라도, 등록원부 생성시점이 아닌 특허
료 수납정보의 특허청 도달시점을 설정등록일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16).
나아가,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원부가 생성되기 이
전이더라도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는 제3자 또는 출원인이 출원번호, 발
명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특
허청장은 특허권을 바로 설정등록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바로 특허권의 설정등록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의 열람‧복사 등이 허용되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특허제도는 특허권 부여의 대가로 발명을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료의 수납정보
도달시점부터 일반 공중이 해당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봄이 특허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에 의한 등
록은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의 순서에 따르게 되어 있고, 동 등
록령 제29조에 따라 등록신청에 대한 흠결을 심사하여 불수리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어 등록원부가 생성되는 것이어서, 특허의 설정등록 시점은 등
록원부 생성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등록원부 생성시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점보다 늦은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특허법 제87조 제2항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는 특
허권의 설정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특허권의 설정은
신청이 아니라 등록원인(특허료를 냈을 때)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또한 동 등록령 제29조는 등록신청의 경우에 반려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직권등록 사항인 특허권 설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특허법
제81조의 2에서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16) 설정등록일의 기준시점을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이 아닌 등록원부 생성시점으로 삼
게 되면, 특허청 내부의 행정지연이나 착오로 인하여 등록원부를 생성하는 설정등록 행위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점도 늦춰지게 되어 특허권자가 불측
의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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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허법 어디에
도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에서의 반려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
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그에 따라 보정 및 반려 사유가 없는 경
우에 등록신청이 수리된다는 청구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 행위에 의해 등록원부가 생성되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실
제 설정등록 행위시점은 등록원부 생성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특허권이 공지된 상태가 되는 시점은 설정등록일의 기준시점인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특허법 제216조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서류에 대해서
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226조는 특
허청 직원 등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점에 아직 설정등록되기 전이었던 비교대상발명 1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 제87조는 출
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이 지나면 설정등록이 이루
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 직원 등의 위 비밀누설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어서,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특허서류를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되었던 비
교대상발명 1은 그 때 공지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차량 등의 구동력이나 제
동력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
련이 있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차동기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② 상기 차동기어를 통해 전달되는 동력을 각 바퀴에 전달
하기 위한 복수 개의 출력축(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③ 상기 출력축이 관통하며
지지되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과; ④ 주행 상태에 따라 출력축을 통해
프레임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로 구성된 측정부(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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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 4’라 한다)와; ⑤ 상기 측정부를 통해 검출되는 값에 따라 주행 상태를 연산하
고, 연산된 결과에 따라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는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차동기어’인데, 이는 비교대
상발명 1의 입력축을 통해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는 차동기어(1)(식별번호 [0038]
참조)에 대응되고, 양 대응구성은 입력되는 회전력을 바퀴의 저항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차동기어인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력을 모터로부터 전달받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3륜 또는 4륜 자전
거의 주행상태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것(식별번호 [0014] 참조)인데, 비교대상
발명 1의 배경기술에는 “일반적으로 3륜 및 4륜 자전거는 동일한 회전축의 양측에 바
퀴가 고정되는 형태를 가고 있으며, 탑승자 또는 모터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회전력이
양측 바퀴에 동일하게 분배된다.”(식별번호 [0002])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비교대상발
명 1 역시 차동기어가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구성요소 2, 3, 4
구성요소 2의 ‘차동기어를 통해 전달되는 동력을 각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복수 개의 출력축’은 비교대상발명 1의 차동기어(1)와 바퀴(51, 52) 사이의 동력전달의
위한 복수 개의 출력축(2)(식별번호 [0038] 및 도 5 참조)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3의 ’
출력축이 관통하며 지지되는 프레임‘은 비교대상발명 1의 출력축(2)이 관통하며 지지
되는 프레임(4)(식별번호 [0038] 및 도 5 참조)과 동일하며, 구성요소 4의 ’주행 상태에
따라 출력축을 통해 프레임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로 구성
된 측정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주행 상태에 따라 출력축(2)을 통해 프레임(4)의 양측
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하기 위한 복수 개의 스트레인게이지(30A-30D)로 구성된 측
정부(3)(식별번호 [0038] 및 도 4, 5 참조)와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측정부를 통해 검출되는 값에 따라 주행 상태를 연산하고,
연산된 결과에 따라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인데, 이는 비교대상발
명 1의 측정부(3)를 통해 검출되는 값에 따라 주행 상태를 연산하고, 연산된 결과에
따라 각 바퀴에 위치한 브레이크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에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자전거의 전체 하중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주행 또는 제동 성능을 가
지도록 측정부를 통해 검출되는 프레임 변형율에 따라 모터의 회전수(비교대상발명 1
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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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속감을 가지도록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인 반면, 비
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하중의 변화에도 일정한 제동거리를 가지도록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본다.
비교대상발명 2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양호한 주행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차체 지지체(5)의 공기 스프링(5a, 5b)에 설치된 하중 센서(30)가 기동차(1)의 차
량 중량을 검출하고 차량 중량의 증감에 따라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구성(식별번호
[0032], [0052], [0070] 참조)을 개시하고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에는 전체 하중이 변하
더라도 동일한 주행 성능을 가지도록 하중 센서(30)를 통해 검출되는 차량 중량에 따
라 구동력을 제어하는 기술적 구성과 원리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차량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얻기 위해 구동력과 제
동력을 제어하는 구성(식별번호 [0005], [0022]-[0024] 참조)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비
교대상발명 2, 3에는 종래기술로서 차량의 구동력이나 제동력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함께 개시되어 있어서, 이 기술분야의 출원 당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가지
도록 구동력이나 제동력 또는 그 조합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동향임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급격한 가속변화 없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얻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차량 중량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구성 대신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구성을 채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비
교대상발명 1은 모터를 탑재한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도록 변경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
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마) 대비결과 정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효과
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
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245 -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
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
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
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
79조 제3항 또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
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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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3.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특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
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
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
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구 특허법 시행규칙(2017.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자료열람(복사)신청·서류
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 서식, 심판청
구사실증명신청·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
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
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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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
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
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
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
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
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6. 9. 22. 산업자원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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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라.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마.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
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
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
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
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개
념이다.
3)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에 앞서 2015. 4. 7. 선행발명 1을
출원하여 2016. 7. 11.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은 후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여 2016. 8. 16. 14:00:47에 특허청 전산정
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원고의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되었다.
②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은 2016. 8. 16. 15:40:54 특허출원되
었다.
③ 한편,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날인 2016. 8.
17. 17:05:51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으나,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
원부에는 특허등록일이 등록료를 납부한 날인 ‘2018. 8. 16.’로 기재되었다.
4) 구체적 검토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
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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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
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
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
에서 구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어서, 구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
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
일 이후에는 특허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56판결 참조)17).
(나) 한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
특허료의 납부 또는 면제시에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원부
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
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
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구 특허법 제87조 제2항은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
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냈을 때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권 등의 등록
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7조는 특허권
설정등록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
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냈을
때[등록료 납부서가 접수되거나,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
부하는 경우 등록료의 수납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때, 이하 같다]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
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

17)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2011년도 추록)에도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
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 있
다.”라고 설명되어 있다(3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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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18), 단지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 제2항
은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라고 하고,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
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구 특허법 제81조의2 제1항은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 제3항 또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81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
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7조
제2항 제3호는 “특허청장은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에
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구 특허법 소정
의 특허료가 완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 전부를 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
을 명하여야 하는 등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구 특허법 제79조 제
1항 소정의 특허료 완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18) 이와 달리 구 특허법은 ‘특허출원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
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조의2 제1항).
한편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
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
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구 특허법 제87조 제
1항), 특허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독점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를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로
부터 3년분’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
부하는 것이 특허권 설정등록의 요건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두고 특허권의 설정등록
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즉,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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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 또는 그 특
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하는 시점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완납하였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
어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설정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에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
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
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
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③ 더욱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
1항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출원발명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비밀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열람
등이 허용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특허법 제216조도 공중에 대한 열
람제공의무시기,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종기를 ‘특허권 설정
등록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9)
④ 한편 피고는,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특허등록원부 생성시점을 특허권 설정등록일로 보게 되면, 특허청 내부의 행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특허등록원부의 생성이 지연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 발
생이 지연되어 특허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료가 납부되
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구 특허법 제87조 제1항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제88조
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
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
하면, 특허권은 그 실질적 요건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특허결정과 형식적
요건인 설정등록을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될 수 있는데, 특허권 설정등록
은 단순한 권리발생의 확인행위가 아니라 권리부여행위의 일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 특허제도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달리 창작한 기술적 사상의 내

19) 한편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본,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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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이러한 기술 내용에 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명세서에 의해
공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
㉢ 특허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구 특허법 제87조 제1항)과 대응하여
그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에 의해 설정등
록일에 공중에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청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지연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
청장을 상대로 부작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규정 없이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
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설정등록일’
로 의제할 수 없다.
(다) 결국 선행발명 1은 2016. 8. 17. 17:05:51에서야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
으로써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고, 달리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
한 2016. 8. 16. 14:00:47부터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 8. 17. 17:05:51까지 사이에 선행발명 1의 특
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2016. 8.
16. 14:00:47이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후로서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 8. 17. 17:05:51
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일이
등록료 납부일인 ‘2018. 8. 16.’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의 특
허권 설정등록일이 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의제되거나 소급된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주행 상태에 따라 출력축을 통
해 프레임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로 구성된 측정부’
인바, 이는 선행발명 2의 “일방의 대차(5)의 각 공기 스프링(5a, 5b)에는 각각 응
하중 센서(30)(도 2 참조)가 장착되어 있다. 이 응하중 센서(30)는 기동차(1)의
중량(차량 중량)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대응하는 공기 스프링
의 내압을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따른 응하중 신호를 출력한다.”는 부분(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52])에 대응되나, 구성요소 4는 측정부가 스트레인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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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응하중 센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또한,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3의 “브레이크 시스템(4)은 ECU(1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ECU(10)는 상술한 차륜 속도 센서(3FR,
3FL, 3RR, 3RL)로부터 취득되는 차륜 속도에 기초하여 차량(100)의 속도(차체
속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ECU(10)는 차체 속도나 목표 속도 등에 기초하여, 차
량(100)에 대해 부여해야 하는 구동 토크 및 제동 토크의 제어를 실시한다.”는
부분(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19], [0020])에 대응되나, 선행발명 3의 측정수단은
차륜 속도 센서인 점에서 구성요소 4의 스트레인게이지와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2, 3의 대응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어 선행
발명 2, 3에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구성요소를 대비할 필
요도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 2, 3에 의하
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이에 대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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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생명공학 분야

1. 2017후2543 등록정정(특) 2020. 5.14. 선고, 상고기각
2. 2019허121 거절결정(특) 2020. 6. 4. 선고, 청구기각
3. 2019허5393 거절결정(특) 2020. 5.28. 선고, 청구기각
4. 2019허5416 거절결정(특) 2020. 5. 8. 선고, 청구기각
5. 2019허6198 거절결정(특) 2020. 5. 8. 선고, 청구기각
6. 2019허6204 거절결정(특) 2020. 9.18. 선고, 청구기각
7. 2019허6778 거절결정(특) 2020. 6. 5. 선고, 청구기각
8. 2019허7733 거절결정(특) 2020. 7. 2. 선고, 청구기각
9. 2019허8149 거절결정(특) 2020. 5. 7. 선고, 청구기각
10. 2019허8224 거절결정(특) 2020. 7.24. 선고, 청구인용
11. 2019허8941 거절결정(특) 2020. 7.10. 선고, 청구기각
12. 2020허1052 거절결정(특) 2020.10.16. 선고, 청구기각
13. 2020허1618 거절결정(특) 2020. 8.13. 선고, 청구기각
14. 2020허2055 등록정정(특) 2020. 5.22. 선고, 청구기각
15. 2020허3645 거절결정(특) 2020.10.16.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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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후2543 등록정정(특) 2020. 5. 14. 선고, 상고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액정 조성물 및 액정 표시 소자
특허번호

심판 및 특허법원 번호

10-1375931

2016정73, 2017허301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2성분이 개시된 선행발명 4와
제3성분이 개시된 선행발명 5의 결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인지 여부

선행발명 4, 5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 5는 모두 액정 조
성물(매질)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넓고 부의 큰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
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넓은 작업 온도 범위
와 동시에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으로 인하여 낮은 임계 전압을
갖는 표시장치에 적합한 액정 매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
명 4 및 비교대상발명 5의 목적과 공통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비교대상발명 4 및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할 때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으

심결요지

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 성분’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화학식 1a와 화
학식 2c의 화합물 및 화학식 4b의 화합물에 비하여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과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과 같이 한정
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한정 사항은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
명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
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1 성분의 기본성분, 한정성분, 제2 성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성분, 한정성분, 제2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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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4에 개시된 화합물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제3 성분)
한편, 정정청구항 1에는 중합 가능한 화합물로서 식 (3)으로
표시되는 제3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에는 이에 대응
되는 화합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청구항 1의 제3 성분이 선행발
명 4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결국 각각의 명세서 기재에 나타난 바에 따라 선행발명 4와 정
정청구항 1의 액정 화합물의 특성을 대비해 보면, 네마틱상의
상한 온도 및 하한 온도, 광학이방성, 유전이방성은 양 발명 사이
에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두 발명 모두 짧은 응답 시간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응답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 정정청구
항 1과 달리 선행발명 4에는 그 측정 결과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심결취소)

아니하여, 정정청구항 1의 응답 속도가 선행발명 4의 그것보다 어
느 정도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는 불가능한 상태이
다. --(중략)-선행발명 5와 이 사건 정정발명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응답 속
도의 측정 조건이 같다고 평가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측정 조건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고려한
다고 하더라도 정정청구항 1의 응답 시간이 3.6~4.3ms인 데 비
하여, 선행발명 5는 중합성 화합물이 첨가된 경우의 응답 시간이
12~25 ms로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12호증의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선
행발명 5에 제시되어 있는 P4 화합물과 P4 화합물의 액정 조성물
중 일부를 정정청구항 1의 제1~3 성분으로 치환한 조성물 A에 관
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조성물 A
의 응답 시간은 18.3ms, P4 화합물의 응답 시간은 13.0ms로 각
각 측정되어 그 개선 정도가 28.96%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도 액정
조성물의 응답 속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선행발명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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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성 화합물에 의해 어느 정도 응답 속도의 향상이 있기는 하지
만 그 범위가 다양하고 개선된 응답 속도도 정정청구항 1의 그것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
는 경우 정정청구항 1과 같은 응답 속도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5를 비롯한 선행문헌들(갑 제5, 6호증)에는, VA 모드
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하여 선경사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공지의 기술을 전제하면서도 기존의 액정조성물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합성 화합물이 의도하는 효과를 내는 조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비교실험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선행발명
5에 제시되어 있는 P4 화합물과 P4 화합물의 액정조성물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내지 3 성분으로 치환한 조성물 A에
관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P4 화합
물의 응답 시간은 18.3ms, 조성물 A의 응답 시간은 13.0ms로
그 개선 정도가 28.96%로 나타난다.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
가한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대법원
판결요지
(심결취소
확정)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제1, 2 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 성분을 결합할 경우 제1, 2 성분의 특성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제3 성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원심이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한 효과 예측이 어려운 화학발명
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기술분야, 해결과제 등이 공통된다
는 점을 들어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4, 5를 결합하
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
락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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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및 선행발명 4, 5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4

선행발명 5

제 1 성분 식 (1)
[동일] 실시예 12의 조성물
(식별번호 [106])

제 2 성분 (V-HH-3)

실시예 2(N4)
(공보 15면)

3-HB(2F,3F)-O2 (2-1) 5%

[차이] PCH-3O4FF 16%

3-HBB(2F,3F)-O2 (2-5) 5%

[동일] CPY-3-O2 11.5%

[동일] 실시예 12의 조성물

[차이] 왼편 치환기는 비닐기 아님

(식별번호 [106])
3-HH-V (3-1) 15%

제 3 성분 식 (3)
(3-1) 및 (3-2)

알킬은 C1 내지 C6임
[동일]

미기재

15a
15b

◈ 검토 의견
대법원에서는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제1,2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성분
을 결합할 경우 상기 제1,2성분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기 제3성분의 효
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앞으로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통한 진보성 부정 시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용이성
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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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 충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건외 2014당3257 무효심판사건에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공개특허공보 제
2004-0005616호(공개일자 2004. 1. 16. 이하 ‘비교대상발명 5’라 한다) 및 미국 공개특
허공보 제2008/0011984호(공개일자 2008. 1. 17. 이하 ‘비교대상발명 4’라 한다)를 토
대로 살핀다.
㈎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 상의 낮은 하
한 온도, 작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
외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에 있어서, 적어도 1
개의 특성을 충족시키거나,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갖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식별번호 [0008])으로, “화합물 (1)은 유전율 이방
성의 절대값을 높이고, 그리고 하한 온도를 낮춘다. 화합물 (2)는 점도를 낮추거나
상한 온도를 높인다”라는 기재와(식별번호 [0072]), 화합물 (3)을 포함하는 “실시예
2 내지 52의 조성물은 비교예 1의 그것과 비교하여 짧은 응답시간을 갖는다”는
기재(식별번호 [0346])를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가 넓고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을 갖거나, 점도가 낮고 응답 시간이 짧은 것 등
의 특성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이러한 특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액정
표시 소자에 적합한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4는 유전율 이방성이 부(負, 음의 구 용어)인 액정조
성물과 이 조성물을 함유하는 IPS(in-plane switching) 모드 또는 VA(vertical
alignment) 모드를 갖는 소자에 관한 것인데(식별번호 [0001]),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 상의 낮은 하한 온도, 작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에
있어서, 적어도 1 개의 특성을 충족시키거나,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해서 적절한 밸
런스를 갖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식별번호 [0015])이고, “화합물 (1)은 상
한 온도를 상당히 높이고, 광학 이방성을 높인다. 화합물 (2-a)는 유전율 이방성의 절
대값을 높이고, 하한 온도를 낮춘다. 화합물 (2-b)는 유전율 이방성의 절대값을 높이
고, 상한 온도를 높인다. 화합물 (2-c)는 유전율 이방성의 절대값을 높이고, 광학 이방
성을 높인다. 화합물 (3)은 광학 이방성을 낮추고, 하한 온도를 낮추고, 점도를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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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합물 (4)는 하한 온도를 낮추고, 점도를 낮춘다”는 기재(식별번호 [0041])를 볼
때, 비교대상발명 4는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넓고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을 갖거
나, 광학 이방성이 높거나, 점도가 낮고 응답 시간이 짧은 것 등의 특성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이러한 특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액정 표시 소자에 적합한 액
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5는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을 갖는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재로
하는 액정 매질과 이를 포함하는 표시장치에 관한 것인데(1면 ‘요약’), 종래의 액정
물질로는 수직 정렬(VA, Vertical Alignment) 표시장치의 전기-광학 특성의 최적화가
어려운 문제점과, “넓은 작업 온도 범위와 동시에 매우 높은 고유 저항, 심지어 저온
에서의 짧은 응답 시간, 및 낮은 임계 전압을 갖는, 특히 ECB, VA, MVA, PVA 및
CSH 유형의 MLC 표시장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2면 내지 3면 5문단), “단점을 갖지 않거나 작은 정도로 단점을 갖고, 선
경사각의 설정을 조장하고, 바람직하게는 동시에 매우 높은 고유 저항, 낮은 임계 전
압 및 짧은 응답 시간을 갖는 MLC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3면 4, 5문단) 액정
매질에 관한 것(3면 7문단)이다[※ 여기서 MLC 표시장치는 다중성 액정 표시장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 5는 모두 액정 조성
물(매질)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넓고 부의
큰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넓은 작업 온도 범위와 동시에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으로 인하여 낮은 임계
전압을 갖는 표시장치에 적합한 액정 매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명 4 및 비
교대상발명 5의 목적과 공통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5의 명세서에 “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과 중합성
화합물, 특히 화학식 15의 화합물을 조합하면, 여전히 높은 투명점 및 높은 HR
값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매질에서 낮은 임계 전압, 낮은 회전 점도 및 매우 양
호한 저온 안정성을 나타내고, VA 표시장치에서 선경사각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
다. 특히, LC 매질은 선행 기술분야의 매질에 비해 VA 표시장치에서의 응답 시
간, 특히 회색 음영 응답 시간도 또한 상당히 단축시킨다”는 기재(7면 2문단)를
볼 때, 점도가 낮고 응답 시간이 짧은 것 등의 특성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이러
한 특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도 비
교대상발명 5에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목적
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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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대비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분석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액정조성물은, 제 1 성분으로서 “식 (1)로 나타내
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 제 2 성분으로서 식 (2)로 나
타내는 화합물의 군에 포함되는 “식 (V-HH-3)의 화합물” 및 제 3 성분으로서 “식
(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이며(이하 ‘기본 성분’이라 한다), 제 1 성분이 식 (3-HB(2F,3F)-O2)의 화합물 및 식
(3-HH1OB(2F,3F)-O2)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및 식 (3-HH1OB(2F,3F)-O2)
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이다(이하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이라 한다).
2) ‘기본 성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 성분’과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5의 성분
은 아래 대비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먼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 성분’ 중에서 식 (1)의 화합물인 제 1 성분은
유전율 이방성의 절대값을 높이고 하한 온도를 낮추는 성분이며, 식 (2)에 포함되는
식 (V-HH-3) 화합물인 제 2 성분은 점도를 낮추거나 상한 온도를 높이는 성분이며
(식별번호 [0072]), 식 (3)의 화합물인 제 3 성분은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성분인데(식
별번호 [0346]),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5에는 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과, 화학식 15의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하고(청구항 1, 4면 하단 내지 7면 상
단), 화학식 4의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7면 하단 내지 8면)이 개시되어
있다.
대비컨대, 양 발명은 식 (1)의 화합물인 제 1 성분(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화합
물), 식 (V-HH-3) 화합물인 제 2 성분(화학식 4의 화합물) 그리고 식 (3)의 화합물인
제 3 성분(화학식 15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기본 성분’이 동일하다. 그리고, 제 1 성
분과 제 3 성분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5의 화합물(각각 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과, 화학식 15의 중합성 화합물)은 모핵구조가 동일하고 치환기도 서로 중첩되
며, 제 2 성분인 식 (V-HH-3) 화합물은 모핵구조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5의 화합물
(화학식 4b의 화합물)과 구체적인 치환기만을 달리하는 것인데, 아래의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 성분’과 제 1 성분 내지 제 3 성분의
일반식 또는 구체적인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
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제 1 성분과 제 3 성분
먼저 제 1 성분으로서 식 (1)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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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5의 화학식 1과 화학식 2로 개시된 화합물(3면 하단
내지 4면 상단)과 비교할 때, 아래 표에서와 같이, 모핵구조 및 치환기가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 3 성분으로서 식 (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
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도 비교대상발명 5에서 화학식 15로 개시된 중합성 화
합물을 포함하는 것(5면 하단 내지 6면 상단)과 비교할 때 모핵구조 및 치환기가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나) 제 2 성분
다음으로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은,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모
핵구조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5의 화합물(화학식 4b의 화합물)과 구체적인 치환기
만을 달리하는 것인데,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5에서 화학식 4의 화합물에
대응되고,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5에 바람직한 화학식 4의 화합
물로 제시된 화학식 4a 내지 4d 화합물(8면) 중에서 화학식 4b 화합물과 비교할 때,
양 대응구성은 1,4-시클로헥실렌(

)의 모핵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구체적인

치환기에 있어서 식 (V-HH-3)의 화합물은 비닐기과 프로필기(-C3H7)로 치환된 것인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5의 화학식 4b 화합물의 치환기는 알킬기로만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개시된 화학식 4b 화합물인 CCH-34와 CCH-35(실시예 1과 2)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표기법에 따르면 각각 식 (4-HH-3) 및 식 (5-HH-3)에 해당하여, 식
(V-HH-3) 화합물과 비교할 때 일측 치환기가 탄소수 3의 프로필기인 점은 동일하나
타측 치환기가 각각 비닐기와 알킬기인 점에서 구체적인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먼저 비교대상발명 5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볼 때, 화학식 1 내지 화
학식 13 및 화학식 15의 개개의 성분은 공지된 것이거나 그 제조방법이 이 기술분야
의 여러 선행문헌들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혼합물의 화학식 1 내지 화학식 13 및 화학식 15의 개개의
성분은 공지되어 있거나, 이들의 제조 방법이 문헌에 기술된 표준 방법을 기초로 하
므로 당해 관련 기술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선행 기술분야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
다. 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상응하는 화합물은,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제 0 364 538
호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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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4의 상응하는 화합물은,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제 0 122 389 호, 독일 특허
제 26 36 684 호 및 독일 특허 제 33 21 373 호에 기술되어 있다(13면 1문단 내지 3
문단).
또한 유기화합물의 치환기 정의에서 알킬기는 CnH2n+1의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포화 탄화수소기이고, 비닐기(V)는 이중결합을 갖는 불포화 탄화수소기이며, 일반식
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정의할 경우, 포화 탄화수소기인 알킬기와 불포화 탄화수소기
를 갖는 알케닐기는 치환기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열거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선행문헌들에 기재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식 1과 화학식 2 화합
물의 제조방법을 기술한 유럽 특허 제 0 364 538 호에서는 치환기 Q1 및 Q2에 해당
하는 R이 “탄소수 1 내지 15를 갖는 알킬 또는 탄소수 3 내지 15를 갖는 알케닐”로
정의되어 있고, 특히 화학식 4 화합물의 제조방법을 기술한 선행문헌으로 제시된 유
럽 특허 제 0 122 389 호에는 1,4－페닐렌 또는 트랜스 1,4－시클로헥실렌 모핵구조
에 알케닐기로 치환된 화학식 4의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또한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은, 식 (2)로 나타내는 화합물, 특히 화합
물 (2-1-1)에 포함되는 것인데, 식 (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R3 와 R4 의 치환기 정의
에서도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과 같이 포화 탄화수소
기인 알킬기와 불포화 탄화수소기를 갖는 알케닐기를 함께 열거하고 있는 점,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제 2 성분의 바람직한 화합물 (2)로
화합물 (2-1-1) 내지 화합물 (2-12-1)을 제시하고,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2)로 화합물
(2-1-1), 화합물 (2-5-1), 화합물 (2-7-1) 및 화합물 (2-12-1)을 제시하고 있을 뿐(식별번
호 [0089], [0091], 29면), 바람직한 화합물 (2)로 제시된 화합물 (2-1-1) 내지 화합물 (2
-12-1), 특히 화합물 (2-1-1)에 속하는 여러 화합물들 중에서 식 (V-HH-3) 화합물로 한
정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 2 성분을 식 (V-HH-3) 화합물로 한정한 것에 특별한 구성이 곤
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편 비교대상발명 5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4에는, 아래 표와 같
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1 성분의 식 (1) 화합물과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에 대응되는 동일한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2 성분에 해당하는 식 (V-HH-3) 화합물은 비
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먼저 비교대상발명 4와 5는, 앞서 ‘㈎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모두 액정 조성물(매질)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넓은 작업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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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동시에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으로 인하여 낮은 임계 전압을 갖는 표시장치에
적합한 액정 매질을 제공하고, 점도가 낮고 응답 시간이 짧은 것 등의 특성 중 하
나를 충족하거나 이러한 특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목적이 공통
된다.
㉯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4도 비교대상발명 5와 마찬
가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1 성분 및 제 2 성분에 대응되는 화합물을 공
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4의 실시예들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2 성분으로 한정된 식 (V-HH-3) 화합물과 동일한 화합물 3-HH-V를 화합물 (3-1)
의 구체적인 예로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화합물 3-HH-V이 포
함된 화합물 (3)이 점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식별번호 [004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2 성분인 식 (V-HH-3) 화합물이 점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
는 것도 비교대상발명 4에 이미 개시된 것이다.
㉰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대상발명 5는 기술분야 및 목적의 공통점이
있고, 액정성 화합물인 제 1 성분 및 제 2 성분에 대응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공통
점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제 2 성분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 즉
식 (V-HH-3) 화합물을 채택하여 비교대상발명 5에 결합하는 것에 특별한 구성의 곤
란성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에 대하여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은 “식 (3-HB(2F,3F)-O2) 및 식 (3-HH1OB(2F,3F)-O2)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및 식 (3-HBB(2F,3F)-O2)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종
합하여 볼 때,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 1 성분이 “식 (3-HB(2F,3F)-O2) 및 식
(3-HH1OB(2F,3F)-O2)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하 ‘한정사항 1’이라 한다) 및 식
(3-HBB(2F,3F)-O2)을 포함하는 것(이하 ‘한정사항 2’라 한다)”인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정사항 1의 식 (3-HB(2F,3F)-O2)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5에 바람직한
화학식 1, 2의 화합물로 제시된 화합물(4면) 중에서 화학식 1a 화합물과 모핵 구조가
동일하고, 한정사항 2의 식 (3-HBB(2F,3F)-O2)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5의 2c 화합물
과 모핵 구조가 동일하며, 각 화합물의 구체적인 치환기인 에틸기(C2 알킬기)와 프로
필기(C3 알킬기)도 비교대상발명 5의 C1-6 알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제 1 성분의 바
람직한 화합물 (1)로 화합물 (1-1-1) 내지 화합물 (1-7-1)을 제시하고 있을 뿐(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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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 [0090], 28면), 바람직한 화합물 (1)로 제시된 화합물 (1-1-1) 내지 화합물
(1-7-1), 특히 화합물 (1-1-1), 화합물 (1-6-1), 화합물 (1-7-1)에 속하는 여러 화합물들
중에서 한정사항 1, 2와 같이 “식 (3-HB(2F,3F)-O2) 및 식 (3-HH1OB(2F,3F)-O2)의 화
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및 식 (3-HBB(2F,3F)-O2)의 화합물”로 한정한 것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

5에

개시된

대응구성인

)과 화학식 2c 화합물(

화학식

1a

화합물

)의 치환기 C1-6 알킬

기에서 에틸기(C2 알킬기)와 프로필기(C3 알킬기)를 채택하는 것에 특별한 구성의 곤
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 성분의 한정사항 1과 한정사항 2은 통
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효과 대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
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4와 5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정도 이
상의 효과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먼저 비교대상발명 5 실시예 2의 P4 조성물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
1항 정정발명의 제 1 성분 내지 제 3 성분으로 구성된 ‘기본 성분’에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제 1 성분 및 제 3 성분의 일반식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
며,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과 제 2 성분을 식 (V-HH-3) 화합물로 한정한 것은 비교대
상발명 5의 대응되는 화합물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치환기의 종류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5의 P4 조성물로부터 얻어진 액정 표시 장치의 응답시간이
15 ms(표 2)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과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실시예 14, 19 및
23의 액정 조성물이 3.6 또는 4.3 ms의 응답시간을 갖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보다. 그러나 양 발명은 ‘기본 성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화합물과 여기에 부가되는
다양한 첨가제들의 조합 및 성분비가 서로 달라서 직접적인 수치의 비교로 효과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본 성분’, 제 1 성분 및 제 3 성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 1 성분과 제 2 성분을 구체적인 화합물로 한정한 것에 해당하는 실시예
14, 19 및 23의 액정 조성물과 비교할 때, 알킬기만 차이가 있는 화합물들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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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다른 실시예들도 3.5 내지 6.1 ms으로 유사한 정도의 응답시
간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제 1 성분과 제 2 성분을 구체적인 화합물로 한정함으로
써 응답시간에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액정 조성물은 응답 시간 이외에도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 상
의 낮은 하한 온도, 작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
항, 자외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이 적절한 밸런스
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식별번호 [0008]), 상한 온도, 광학 이방성, 점도 및 유
전율 이방성의 측면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5의 실시예 2에서 CCH-35
{이 사건 정정발명의 표기법에 따르면 식 (5-HH-3)에 해당한다}과, PCH-3O4FF,
PCH-5O2FF{이 사건 정정발명의 표기법에 따르면 각각 식 (3-HB(2F,3F)-O4)와 식
(5-HB(2F,3F)-O2)에 해당한다}를 함유하는 액정 혼합물 N4(중합성 화합물 A가 첨가
된 후는 P4)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4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제 1 성분과 제 2 성분을 구체적인 화합물을 한정함으로써 어떠한 효과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비교대상발명 4 및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할 때 기
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
본 성분’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화학식
1a와 화학식 2c의 화합물 및 화학식 4b의 화합물에 비하여 제 1 성분의 ‘한정 성분’
과 제 2 성분의 식 (V-HH-3) 화합물과 같이 한정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의
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한정 사항은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비
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충분
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라
면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의 판단
가. 명칭을 “액정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
1375931호)의 청구범위(2016. 7. 8. 특허심판원 2016정73호로 정정심판 청구된 것) 제1
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
는 액정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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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식 (1) 의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
물인 제1 성분, 식 (V-HH-3)의 화합물인 제2 성분 및 식 (3)의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3성분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제1 성분은 기본적으로 식 (1)
로 표현되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이면서도, 추가로 식
(3-HB(2F,3F)-O2)의 화합물 및 식 (3-HH1OB(2F,3F)-O2)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화합물과 식 (3-HBB(2F,3F)-O2)의 화합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인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하여는,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다음과 같이
기술발달이 이루어져 왔다.
1) 음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조성물을 활용하는 VA(Vertical Alignment) 모
드에서는 전압 비인가시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던 액정 분자들이 전압이 인가되
면 수평으로 기울어지며 빛이 투과되어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
2) VA 모드에서 액정 분자들이 수평으로 기울어지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
합가능한 성분(이하 ‘중합성 화합물’이라고 한다)을 첨가하여 액정 분자의 선경사각
(pre-tilt angle)을 유지하는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 모드가 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2 성분은 위의 VA 모드를 구현하는 성분으로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제3 성분은 PSA 모드 구현을 위한 중합성 화합물로
선행발명 4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차이점),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다.
마. 선행발명 5를 비롯한 선행문헌들(갑 제5, 6호증)에는,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하여 선경사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공지의 기술을 전제하면
서도 기존의 액정조성물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합성 화합물이 의도하는 효
과를 내는 조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다.
바. 원고들이 제출한 비교실험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선행발명 5에 제시되어
있는 P4 화합물과 P4 화합물의 액정조성물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내지 3 성분으로 치환한 조성물 A에 관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P4 화합물의 응답 시간은 18.3ms, 조성물 A의 응답 시간은 13.0ms로
그 개선 정도가 28.96%로 나타난다.
사.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
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
으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제1, 2 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 성분을 결합할
경우 제1, 2 성분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3 성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2 성분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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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4에 존재하고, 제3 성분은 선행발명 5에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과 선행발명 4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
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원심이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한 효과 예측이 어려운 화학발명의 특성에도 불구
하고 양자의 기술분야, 해결과제 등이 공통된다는 점을 들어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4, 5
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함으로
써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역
시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
락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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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허121 거절결정(특) 2020. 6. 4.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결명자와 청간, 이용한 환 제조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0029387

2018원1665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간단하게 먹을 수 있
고, 휴대가 용이하고, 여러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결명자를 이용한
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인바, 그 기술분야
와 목적이 동일하다.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으로 이루어

심결요지

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결명자를 이용해 환을 제조하는 방법과 원료인
결명자에 대한 표현만을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모두 휴대가 용이하고, 간편
하게 섭취할 수 있고, 눈 건강의 개선이라는 효능을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에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반
면에, 선행발명은 위 공정들에 ‘결명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
재되어 있어 그 표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판결요지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청구기각)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
된 ‘결명자 청간’은 ‘청간 효능을 갖는 결명자’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결명자를 이
용한 환 제조방법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청간’이 결명자의 한 품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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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
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에 첨가되는 ‘청간’ 그 자체가 결
명자와는 다른 효과를 갖거나, ‘결명자’와 함께 첨가됨으로써 현
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
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청구항 1)

결명자 청간을 선별하여 세척하고 세척된 결명자를 선별하여 세척하고 세척된 결명
결명자, 청간을 분쇄기로 분쇄하는 분쇄 자를 건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건조된
공정과
결명자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분쇄공정
분쇄된 결명자, 청간 분말 30-50중량부
분쇄된 결명자 분말 30~50중량부와 결명
와 결명자, 청간을 50-70중량부를 약탕
자 50~70중량부를 약탕기로 다려 엑기스
기로 다려 엑기스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
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조공정
조공정과
제조된 결명자, 청간 엑기스와 결명자,
청간을 분말 및 꿀을 각각 엑기스 50-60
중량부와 결명자 청간을 분말 20-40중
량부 및, 꿀 10-20중량부로, 혼합하여,
반죽하는 혼합공정과

제조된 결명자 엑기스와 결명자 분말 및
꿀을 각각 엑기스 50~60중량부와 결명자
분말 20~40중량부 및 꿀 10~20중량부로
혼합하여 반죽하는 혼합공정

상기 혼합공정에 의해 반죽된 혼합물을
환으로 제조하는 환 제조공정이 더 구비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
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

상기 혼합공정에 의해 반죽된 혼합물을
환으로 제조하는 환 제조공정이 더 구비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
명자를 이용한 환 제조방법

◈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결명자 청간’을 환으로 제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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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으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은 선행발명에
서 결명자를 이용해 환을 제조하는 방법과 원료인 결명자에 대한 표현만 달리한 것
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명자와 청간을 이용한 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은 결명자 열매를 이용한 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식별번호 [000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결명자를
이용해 환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목적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명자 청간을 다려내어 추출물을 이용하여
환으로 제조함으로써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하며 백내장, 녹내장 등에
좋은 여러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식별번호 [0013]), 비교대상발명은 “결명자를 다려내어 추출된
추출물을 이용하여 환으로 제조함으로써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하며,
백내장, 녹내장, 두드러기, 멀미, 변비, 빈혈, 설사, 유행성결막염, 충혈된 눈, 신장
기능 및 간장기능 개선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결명자를 이
용한 환 제조방법을 제공”(식별번호 [0013])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양 발명은
모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하고, 여러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결명자를
이용한 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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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오기를 수정하되, 그 수정은 최소화하여 인용하였다)은 ① ‘결명자 청간을 선
별하여 세척하고 세척된 결명자, 청간을 분쇄기로 분쇄하는 분쇄공정’과 ② ‘분쇄
된 결명자, 청간 분말 30-50중량부와 결명자, 청간 50-70중량부를 약탕기로 다려
엑기스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조공정’과, ③ ‘결명자, 청간 엑기스와 결명자, 청간
분말 및 꿀을 각각 엑기스 50-60중량부와 결명자 청간 분말 20-40 중량부 및, 꿀
10-20 중량부로, 혼합하여, 반죽하는 혼합공정’, ④ ‘혼합공정에 의해 반죽된 혼합
물을 환으로 제조하는 환 제조공정’으로 구비된 것이다.
이에 대응되게 비교대상발명에 결명자를 이용한 환 제조방법은 “결명자를 선별
하여 세척하고 세척된 결명자를 건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건조된 결명자를 분쇄
기로 분쇄하는 분쇄공정(S1)과, 분쇄된 결명자 분말 30~50 중량부와 결명자
50~70 중량부를 약탕기로 다려 엑기스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조공정(S2)과, 제조된
결명자 엑기스와 결명자 분말 및 꿀을 각각 엑기스 50~60 중량부와 결명자 분말
20~40 중량부 및 꿀 10~20 중량부로 혼합하여 반죽하는 혼합공정(S3)과, 혼합물
을 환으로 제조하는 환 제조공정(S4)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20])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결명자를 세척,
분쇄하는 분쇄공정, 분쇄된 결명자로부터 엑기스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조공정,
결명자 분말, 엑기스 및 꿀을 혼합하는 혼합공정, 그리고 혼합물을 환으로 제조
하는 환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결명
자’를 이용한 비교대상발명과 환 제조에 이용하는 원료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결명자 청간’에서 청간이 결명자와 다른 식물
이나 약재 또는 어떤 다른 원료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를 보더라도 ‘결명자 청간’ 혹은 ‘청간’이 보통의 결
명자와 다른 어떤 식물이나 약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
으며, ‘결명자청간’ 혹은 ‘결명자 청간’을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검색하더라도 ‘결명자’와 ‘청간’을 구별한 검
색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바, 보통 쓰이는 결명자와 구분되는 ‘결명자 청간’이라는
식물이나 약재 등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청간을 검색하면, ① 청간(請簡) : 청편지,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② 청간
(淸澗) : 맑고 깨끗한 시내, ③ 청간(廳間) : 대청,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아뢸 일을
의논하던 곳(이상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④ 청간(청間) : 황해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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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외양간’에 대한 방언, ⑤ 청간시럽다 : 매우 예의바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이르는 경상도 사투리(이상 네이버 국어사전에 더 포함된 사항)라고만
검색될 뿐, ‘청간’이 특정한 식물의 이름이라거나, 약재의 명칭으로는 쓰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한의약 분야를 대상으로 ‘청간’이란 용어를 검색하여 보면, 한의약
처방 중 ‘청간탕(淸肝湯)’이나, ‘시호청간탕(柴胡淸肝湯)’이 검색되고, 이들 처방들은
모두 간을 보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간(淸肝)’이라는 표현이 한의약 분야
에서 간 기능을 보호한다는 의미로는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결명자의 효능에는 ‘청간명목(淸肝明目)’하는 작용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바, 결명
자와 관련하여 ‘청간’이라고 하면, 간을 맑게 하는 결명자의 효능을 나타내는 말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에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 감초는
간장병에 좋고 눈의 피로와 충혈에 좋으며 위약과 위궤양, 숙취변에 좋다고 되어
있으며 한약의 임상응용에는 청간명목, 거풍열, 통변, 혈압강하, 소염 및 피부진
균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식별번호 [0005])고 기재하였던 것으로부터
‘청간명목’이 결명자의 효능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 전체를 보
더라도 ‘결명자’와 ‘청간’을 각각 별개로 기재한 부분은 없고, ‘결명자 청간’과 같이
하나의 약재를 지칭하는 방식으로만 기재하고 있는바, 결명자와 청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재료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청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나, 한의약 분야의 사용,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결명자
청간’은 결명자와 결명자와는 다른 약재인 청간을 동시에 지칭하는 표현이라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고 단지, ‘청간 효능을 갖는 결명자’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결명자’를 이용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 환 제조방법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결명자를 이용해 환을 제조하는 방법과 원료인 결명자에 대한 표현만을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작용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결명자, 청간을 이용하여 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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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함으로써 휴대가 용이하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섭취가 간단하며, (단점) 오래
먹어야 합니다. 오래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좋아 집니다”(식별번호 [0015]),
그리고 “환을 그대로 복용하거나 엑기스를 커피포트에 넣고 다려내어 먹을 수
있어 복용을 쉽게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8])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비교대상발명에 “결명자를 이용하여 환을 제조함으로써 휴대가 용이
하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섭취가 간편하며, 백내장, 녹내장, 두드러기, 멀미, 변비,
빈혈, 설사, 유행성결막염, 충혈된 눈, 신장기능 및 간장기능 개선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을 그대로 복용하거나 또는 엑기스를 커피포
트에 넣고 다려내어 먹을 수 있어 복용을 쉽게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5])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모두 휴대가 용이하고, 간편
하게 섭취할 수 있고, 눈 건강의 개선이라는 효능을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작용효
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하지 않다.
(4) 대비 결과 정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에 개시된 결명자 환 제조방법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에 비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검토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결
명자를 선별하여 세척하고 세척된 결명자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분쇄공정, 일정 비율
의 분쇄된 결명자 분말과 결명자를 약탕기로 다려 엑기스를 제조하는 엑기스 제조
공정, 제조된 결명자 엑기스와 결명자 분말 및 꿀을 각각 엑기스 50-60중량부와 결
명자 분말 20-40중량부 및 꿀 10-20중량부로 혼합하여 반죽하는 혼합공정, 위 혼합공
정에 의해 반죽된 혼합물을 환으로 제조하는 환 제조공정이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환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
정에 ‘결명자 청간’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은 위 공정들에
‘결명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표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
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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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결명자 청간’은 ‘청간
효능을 갖는 결명자’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의 결명자를 이용한 환 제조방법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결명자’나 ‘초결명자’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결명자 청간’ 또는 ‘청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청간’이 결명자의 한
품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보통의 ‘결명자’와 다른 어떤 식물, 약재 또는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정의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지 않다.
【0002】 일반적으로 결명자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으로 결명자, 청간, 두 품종
이 알려져 있으며 결명자 초, 결명자 청간 긴 강남 차라고도 한다.
【0003】 초 결명자는 북미원산지 일본 등지에서 제배되고 결명자는 열대 아시아산으로
중국, 우리나라 꽃피는 6-8월 열매는 8,9월 모양은 불규칙한 육각수 상으로 한쪽은
뾰족하게 형성되며 외면의 색깔을 녹갈색이고 길이3.6mm 지름 2-3.5mm 종피는 견
고하고 윤택하며 좌우 약측에 광택이 있는 폭이 좁은 한 줄의 패어진 무늬가 특이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결명자 청간’ 또는 ‘청간’이 ‘결명자’와는 다른 식물, 약재 또는 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간’을, ① 청간{淸澗 : 청계(淸溪), 맑고 깨
끗한 시내}, ② 청간(請簡 : 청편지, 청질로 하는 편지), ③ 청간(廳間 : 대청, 조선시
대에 궁중에서 사헌부나 사간원의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아뢸 일을 의논하던 곳)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청간’을 검색하면, 위 ①, ②, ③
용어 외에, ④ 청간(청間 : 황해도 지역의 ‘외양간’에 대한 방언), ⑤ 청간정(淸澗亭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해안에 있는 정자, 관동 팔경의 하나), ⑥ 청간시럽다(매우
예의바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이르는 경상도 사투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간’이 특정한 식물의 이름이나 약재의 명칭으로는 정의된 바는 없다.
다) 결명자는 약용으로 ‘청간’, 명목, 이수 등의 효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선행발명의 명세서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을 제1호증)
에는 아래와 같이 결명자의 품종으로 ‘초결명자’와 ‘결명자’만이 소개되어 있고,
‘청간명목’의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간’은 품종이 아닌 결명자의 효능
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0002】 일반적으로 결명자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초본으로 초결명자(Cassia
obtusifolia L.)와 결명자(Cassia tora L.)의 두 품종이 알려져
결명, 긴강남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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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결명자는 초

【0005】 또한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는 간장과 신장의 강장효과가 있어 민간약과
한방약으로 애용되어 오고 있으며, 고혈압과 간장병에 좋고, 눈의 피로와 충혈에
좋으며, 위약과 위궤양, 숙취변비에 좋다고 되어 있으며, 한약의 임상응용에는 청간
명목, 거풍열, 통변, 혈압강하, 소염 및 피부진균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청간’이 결명자의 한 품종에 해당하는 식물이라고 할
지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쇄공정, 엑기스 제조공정, 혼합공정 및 환 제조공정
에 첨가되는 ‘청간’ 그 자체가 결명자와는 다른 효과를 갖거나, ‘결명자’와 함께
첨가됨으로써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 278 -

3. 2019허5393 거절결정(특) 2020. 5. 2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기포 제거 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장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0093159

2017원6014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1호증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액 내부에 존재하
는 기포를 제거할 수 있는 유닛 또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
야가 공통된다.
원통부와 그 아래에 계속되는 원뿔 부분을 가지는 통상의 사이클
론 내부에서 하강 선회 흐름의 중앙부로 상승하며 선회하는 기체의
흐름은 나선형의 형태를 갖는 것임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상기 비교대상발명 1의 배출제어구와 제어면을 구비하는 배출제어

심결요지

수단의 외측면에, 나선형 형상의 홈을 단순하게 추가시키는 데 기
술구성 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아도, 바디의 내부 공
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
이 형성된 바’의 경우 또는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바’의 경우에 비하여, 바디의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가
더 우수한 기포 제거(분리)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의 구성에 의하여 내부 공간의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판결요지

않은 경우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이클론의

(청구기각)

기본원리’와 함께 ‘내부 공간의 형성된 내부부재’에 의하여 그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는 앞
서 본 기술상식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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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 이러한 나선홈
이 형성되지 않는 바에 비해 상승 유동 흐름이 더 잘 형성된다던
지 액 내부에서 기포를 제거하는 비율(기포 제거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이 사건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명세서에는 ‘역방향 나선홈(451)으로 인하여 싸이클론의 기
류와 같이 중앙영역에서는 가장자리 영역과의 압력 차이로 인해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방향 나
선홈에 의하여 어떻게 압력 차이를 일으켜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
하는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
은 나선홈의 구성으로 상승 유동 흐름에 더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역방향 나선
홈이 형성된 바’의 구성이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바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바’는 그 외측면의 ‘역방
향 나선홈’의 유무에서 그 형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의 단순
형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
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역방향 나선홈에 의해 용존 기체까지도 기포
로 더 생성된다고 하면, 액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던 기포가 추가로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기포들 중의 일부는 바(450) 주변
에 형성된 액 유출관(430)을 통해 액의 하강 선회 흐름과 함께 배
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판에 공급되는 액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
를 제거하여 기판의 액처리 공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식별번호 [0004] 내지 [0006] 참조)에도
저해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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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기포를 제거하는 유닛에 있어서

선행발명 1
세정액 내의 기포를 배기할 수 있는 장
치(식별번호 [0017], [0031], [0069],
[0071], 도면 1, 2 등 참조)

내부에 액이 흐르고 혼합되는 혼합 공간(A)
내부에 액이 흐르는 공간을 가지는 바디 을 가지는 혼합부(2)(식별번호 [0012],
[0024], 도면 1, 2 등 참조)
상기 바디에 액을 공급하는 액 유입관

상기 혼합부(2)에 액을 공급하는 유입관
(4) 및 유입구(I)(식별번호 [0013], [0026],
[0033], [0034], 도면 1, 2 등 참조)

기포가 배기되고 혼합된 액이 배출되는
상기 바디에서 기포가 제거된 액이 유출
배출관(6) 및 배출구(O)(식별번호 [0014],
되는 액 유출관
[0026], [0036], 도면 1, 2 등 참조)
혼합 공간(A)으로부터 기포를 외부로 배기
상기 내부 공간으로부터 기포를 외부로
시키는 배기구(V)(식별번호 [0012], [0031],
배출하는 기포 배출관
[0055], 도면 2, 3 등 참조)
혼합부(2) 내측에 원통 타입의 배출제어구
상기 내부 공간에 위치하며 그 길이 방향
(B)를 포함하는 배출제어수단(10)(식별
이 상기 바디의 길이 방향으로 제공되고
번호 [0015], [0047]~[0056], 도면 2, 5
로드 형상을 가지는 바
등 참조)
상기 바디의 내부 공간에는 상기 액 유입 혼합 공간(A)은 상부의 유입구(I) 측에서
관과 상기 액 유출관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하부의 배출구(O) 측을 향해 연장될 때 폭이
바디의 길이방향을 따라 횡단면이 변경 점차 좁아지는 공간구조를 갖도록 형성
됨(식별번호 [0029], 도면 2, 5 등 참조)
되는 변경부가 제공
유입구(I)는 싸이클론 기류를 용이하게
상기 액 유입관은 상기 내부 공간으로 상기 형성할 수 있도록 혼합부(2)의 상부 외
액을 유입 시 상기 액이 상기 바디의 내 부면 상에 형성되어, 유입되는 세정액이
벽을 따라 선회하도록 상기 내벽의 접선방 혼합 공간의 내벽을 따라 나선 모양으로
흘러내리도록 함(식별번호 [0027], [0067],
향으로 연결
도면 2, 4 등 참조)
상기 바는 외측면에 상기 내부 공간에서 상기 바는 외측면에 상기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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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450)의 외측면에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으로 형성되는 나선홈(451)(이하 ’역방향 나선홈‘이라 부른다)’과 대응되
는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1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
명은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450)의 외측면에 역방향 나선홈(451)을 형성함으로
써, 액의 하강 선회 흐름 과정에서 액과 나선홈(451)의 마찰 저항에 의해 액
중의 기포 발생량이 증가되어, 더 우수한 기포 제거 효과를 갖는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역방향 나선홈’은 하강 선회 흐름에 추가로 압력 변
화를 제공하여 기포를 의도적으로 더 생성시켜 기포 제거 효율을 높이는 것이
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더 생성되는 기포는 용존 산소와 같은 용존 기체에 의
해 발생된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의 구성에 의하여 내부 공간의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도 배치되며,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
의 경우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는 바에 비해 상승 유동 흐름이 더 잘 형성
된다던지 액 내부에서 기포를 제거하는 비율(기포 제거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이 사건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성의 차
이는 바의 단순 형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
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구성이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바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282 -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를 제거하는 유닛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세정액 중에 존재하는 기포를 배기시켜 세정액 중에 기포
가 포함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식별번호 [0069] 내지 [0072], [도 1], [도 2], [도 5] 등 참조).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액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를 제거할 수 있는 유닛 또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된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 1 내지 6, 2-1 및 5-1과 비교대상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대비될 수 있다.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기포[기포]를 제거
[배기]하는 유닛[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액이 흐르는 공간을 가지는 바디[혼합부]와,
상기 바디에 액을 공급하는 액 유입관[유입관·유입구]과, 상기 바디에서 기포가 제거
된 액이 유출되는 액 유출관[배출관·배출구]과, 상기 내부 공간[혼합 공간]으로부터
기포[기포]를 외부로 배출[배기]하는 기포 배출관[배기구] 및 상기 내부 공간[혼합 공
간]에 위치하며 그 길이 방향이 상기 바디의 길이 방향으로 제공되고 로드 형상을
가지는 바[배출제어구를 포함하는 배출제어수단]를 구비하고, 상기 바디[혼합부]의 내
부 공간[혼합 공간]에는 상기 액 유입관과 상기 액 유출관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바
디의 길이방향을 따라 횡단면이 변경되는 변경부[폭이 점점 좁아지는 공간 구조]가
제공되며, 상기 액 유입관[유입구]은 상기 내부 공간[혼합 공간]으로 상기 액을 유입
시 상기 액이 상기 바디의 내벽을 따라 선회하도록[혼합 공간의 내벽을 따라 나선
모양으로 흘러내림] 상기 내벽의 접선방향으로 연결[혼합부의 상부 외부면 상에 형
성]되는, 기포 제거 유닛[세정액 내의 기포를 배기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비교대상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을 대비
하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부 구성을 먼저 기재하고 그 세부 구성과 동일한 비
교대상발명 1의 세부 구성을 ‘대괄호, [ ]’에 기재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는 외측면에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된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하에서는 상기 차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액 유입관(430)에서 유입된 액은 확대부
(403), 변경부(404) 그리고 축소부(405)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액 유출관(440)으로

- 283 -

흘러나간다. 액은 확대부(403), 변경부(404) 그리고 축소부(405)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제거된다.”(식별번호 [0061] 참조), “내부 공간(401)에 중앙영역과 가장자리
영역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액은 회전하면서 바디(410)의 아래 방향으로 이동한다.
내부 공간(401)에는 변경부(404)가 존재하며, 변경부(404)는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으로 제공되어 액이 바디(410)의 하부로 이동 중 액의 원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바(450)의 나선홈(451)으로 인해서 중앙에는 상승기류
가 발생한다.”(식별번호 [0066] 참조), “기포 제거 유닛(400)에 변경부(404)가 제공되지
않으며, 내부에 바(450)에 나선홈(451)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액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시 원심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는 구조이며,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여 액 내부에 기포를 제거하는 기포 제거율이 낮다.”(식별번호 [0068]
참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디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된 액이 확대부, 변경부 및 축소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제거되고, 특히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의 변경부의 존재로 인하여 액이 바디의 하부
로 이동하면서 원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선 형상의 나선홈
이 형성된 바로 인하여 중앙에 상승하는 유동 흐름을 발생시켜 기포 제거율을 높일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배출제어구와 제어
면을 구비하는 배출제어수단을 단순하게 설계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싸이클론 기류를
이용한 혼합 공급 방식에 의해 비저항(resistivity)을 낮추고 기포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세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세정액 공급장치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10]
참조), “상기 배출제어수단(10)은, 배출제어구(B)를 구비하여 상기 혼합부(2)의 내측에
서 싸이클론 기류의 흐름 상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포(W3) 배출을 억제할 수 있
도록 형성된다.”(식별번호 [0048] 및 [0049] 참조),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혼합부(2)의
혼합공간(A) 내부에 형성되는 싸이클론 기류의 중심부 끝단(공기 기둥)이 아래쪽의
배출구(O) 측을 향하여 연장되지 않도록 상기 제어면(C)으로 막아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어면(C)은 싸이클론 기류의 중심부 끝단(공기 기둥)을 막아서 세정액
(W1) 중에 녹아들지 못한 이산화탄소(W2)가 도 2에서와 같이 기포(W3) 상태로 위쪽
의 배기구(V)를 향하여 배기될 수 있는 흐름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식별
번호 [0054] 및 [0055] 참조), “상기 배출제어수단(10)의 상기 배출제어구(B)는, 상기
혼합부(2)의 상기 혼합공간(A) 내부에 형성된 싸이클론 기류의 중심부(공기 기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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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상기 제어면(C)으로 막는 상태로 설치되므로 상기 제어면(C)의 차단 동작에 의
해 도2 및 도 5에서와 같이 기포(W3)가 위로 이동되는 흐름을 형성하면서 상기 배기
구(V)를 통해 배기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제어면(C)의 작용에 의하면, 싸이클
론 기류의 중심부 끝단이 상기 배출구(O)와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분
위기를 형성하고, 기포(W3)가 위로 배기될 수 있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비저
항이 낮아진 세정액(W) 중에 기포(W3)가 포함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69] 내지 [0071] 참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상기 구
성 대비표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서 혼합부의 혼합 공간은 상부의 유
입구 측에서 하부의 배출구 측을 향해 연장될 때 폭이 점차 좁아지는 공간구조를 갖
도록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식별번호 [0029], [도 2], [도 5] 등 참조), 이로
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혼합부
의 혼합 공간이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의 공간구조를 가짐으로써,
세정액이 혼합부의 내벽을 따라 나선 모양으로 흘러내리면서 하부로 이동할수록 원
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배출제어수단의 배출제어구에 의하여 상기 혼
합부의 내측에서 싸이클론 기류의 흐름 상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배출구로의 기포
배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배출제어수단의 제어면에 의하여 기포가 중앙에서 상승
하는 유동 흐름을 잘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작용효
과를 갖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② 통상 사이클론은, 원통부와 그 아래에 계속되는 원뿔 부분을 가지고 원통부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되는 유체를 선회 흐름으로 하고 유체 속에 함유되는 이상(異相)
입자에 원심력을 작용시켜 액체에서 분리 포집하는 장치로, 원통부의 위쪽에 형성된
입구관(원료 공급구)이 접선 방향으로 형성되어 입구관(원료 공급구)으로 유입되는
유체의 기류는 원통부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나선상으로 하강 선회 흐름을 가지며,
또한, 상기 상승 선회하는 흐름은, 하강하던 선회 흐름의 방향이 상승하는 흐름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며, 선회하는 흐름이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기
술적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네이버 지식백과 ‘사이클론’, ‘액체 사이
클론’ 등 참조).
따라서, 원통부와 그 아래에 계속되는 원뿔 부분을 가지는 통상의 사이클론 내부에
서 하강 선회 흐름의 중앙부로 상승하며 선회하는 기체의 흐름은 나선형의 형태를
갖는 것임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상기 비교대상발명 1의 배출제어구와 제어
면을 구비하는 배출제어수단의 외측면에, 나선형 형상의 홈을 단순하게 추가시키는
데 기술구성 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③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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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면에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액 유입
관은 상기 내부 공간으로 상기 액을 유입 시 상기 액이 상기 바디의 내벽을 따라 선
회하도록 상기 내벽의 접선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나선홈은 상기 내부 공간 내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
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식별번호 [0018] 내지 [0020] 참조), 바의 외측면에 형성되는
나선홈이,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나 반대 방향으로 형성
되는 것은, 모두 일 실시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액의 선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선홈을 형성하는 것이, 액의 선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선홈을 형성하는 것에
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
세한 설명을 살펴보아도, 바디의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 또는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
은 바’의 경우에 비하여, 바디의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가 더 우수한 기포 제거(분리)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의 선회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을 형성함으로써 비교대상발명 1, 2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해결
수단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긍정되는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세정액 중에 존재하는 기포를 분리(제거)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식별번호 [0010], [0017], [도 2] 등 참조), 상기
구성 대비표 및 차이점의 설시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뿐만 아니라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이 있
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 1 내지 6, 2-1 및 5-1은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는 통상
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대비 결과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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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기포를 제거하는 유닛(세정액 공급 장치)에
있어서(구성요소 1), 내부에 액이 흐르는 공간을 가지는 바디(혼합부)와(구성요소
2), 상기 바디에 액을 공급하는 액 유입관(유입관 및 유입구)과(구성요소 3), 상기 바
디에서 기포가 제거된 액이 유출되는 액 유출관(배출관 및 배출구)과(구성요소 4),
상기 내부 공간으로부터 기포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포 배출관(배기구)(구성요소 5)
및 상기 내부 공간(혼합 공간)에 위치하며 그 길이 방향이 상기 바디(혼합부)의 길이
방향으로 제공되고 로드 형상을 가지는 바(베출제어구 B1)를 포함하되(구성요소
6), 상기 바디(혼합부)의 내부 공간(혼합 공간)에는 상기 액 유입관(유입관 및 유입
구)과 상기 액 유출관(배출관 및 배출구)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바디의 길이방향을
따라 횡단면이 변경되는 변경부(폭이 점차 좁아지는 공간 구조)가 제공되고(구성요소
7), 상기 액 유입관(유입구)은 상기 내부 공간으로 상기 액을 유입 시 상기 액이 상기
바디의 내벽을 따라 선회하도록 상기 내벽의 접선방향으로 연결되는(구성요소 8) 점
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차이점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는 외측면에 상기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
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 형상의 나선홈, 즉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되는 것인데, 선행발
명 1에는 배출제어수단의 배출제어구(B1)에 나선홈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사이클론(cyclone)의 원리를 채용한 것인데, 사이클론은 유
체의 선회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이 서로 다른 물질의 혼합
물(기체-액체, 고체-액체, 고체-고체 등)을 분리하는 주지관용기술로서, 내부에 와류가
생겨 원료 속에 함유되어 있는 크기·밀도가 큰 입자는 원심력에 의해서 선회하면서
원추벽에 모여 원추부의 꼭짓점 쪽에서 배출되고, 기체 등 크기·밀도가 작은 입자는
사이클론의 중심부에 모여서 상승선회와류를 형성하여 원통부 상단의 파이프를 통해
배출된다(을 제1, 2호증).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위 사이클론의 중심부
에 막대, 원추, 다양한 형상의 기둥 등의 내부부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체를 상부로 밀

- 287 -

어 올리는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여 그 분리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다수 공지되어 있
었다(을 제3 내지 7호증 참조).
위와 같이 사이클론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승 유동 흐름(상승선회와류)이 발생
하고, 중심부에 막대 등의 내부부재를 형성하는 경우 기포를 상부로 밀어 올리는 추
가적인 힘을 제공하여 기체-액체 분리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② 보정 전 청구항 1에서는 ‘바’는 ‘로드 형상을 가지는 바’로만 기재하고 있었고,
보정 전 청구항 10에서는 ‘상기 바는 외측면에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되는 것으
로, 보정 전 청구항 12에서는 ‘상기 나선홈은 상기 내부 공간 내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각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
이 선행발명 1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위 청구항 1의 ‘바’의 구성을 2016.
7. 15.자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 10을 병합하여 ‘바의 외측면에 나선 형상의 나선홈이
형성’한 것으로 한정하고, 2017. 5. 29.자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 12를 병합하여 ‘상기
바는 외측면에 상기 내부 공간에서 액이 선회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선형상의
나선홈이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③ 이 사건 명세서에는, 일 실시예로 바의 외측면에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
이 형성된 것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나선홈의 기능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의 구성이 내부 공간의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발생시키
고,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을 형성하
지 못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의 구성에 의하여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이클론의 기본원리’와 함께 ‘내부 공간의
형성된 내부부재’에 의하여 그 중앙 영역에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는 앞서 본 기술상식에도 배치된다.
설령, 위 명세서의 기재를 나선홈 또는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 이러
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은 바에 비하여 내부 공간의 중앙 영역의 상승 유동 흐름이
더 잘 형성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나선홈 또는 역
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경우 이러한 나선홈이 형성되지 않는 바에 비해 상승 유
동 흐름이 더 잘 형성된다던지 액 내부에서 기포를 제거하는 비율(기포 제거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이 사건 명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명세서에는 ‘역방향 나선홈(451)으로 인하여 싸이클론의 기류와 같이 중앙영역에서는
가장자리 영역과의 압력 차이로 인해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방향 나선홈에 의하여 어떻게 압력 차이를 일으켜 상승 유동 흐름이 발생
하는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나선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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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승 유동 흐름에 더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역방향 나선홈이 형성된 바’의 구성이 이러한 나선
홈이 형성되지 않은 바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선행발명 1은 그 중앙 내부에 상부에 제어면을 구비한 막대(바) 형상의
배출제어구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명세서에는 ‘배출제어구(B) 상부 제어면(C)의
차단 동작에 의해 기포가 위로 이동되는 흐름을 형성하면서 배기구(V)를 통해 배기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70] 참조).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은 상부에 제어면
(C)을 구비한 바(막대) 형상(원통 타입)의 배출제어구(B1)에 의해 기포를 배기구(V)로
배출하는 상승 유동 흐름이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와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바’는 그 외측면의 ‘역방향 나선홈’의 유무
에서 그 형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상승 유동 흐름 발생 효과에 어
떠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역방향 나선홈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생성되는 기포가 추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국 이러한 차이
는 바의 단순한 형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선행발명 1의 경우, 배출제어구(B)의 외측면으로 사이클론 기류의 흐름이
도달하지 않고, 만약 사이클론 기류가 배출제어구(B)의 제어면(C)보다 아래로 흐른
다고 할지라도, 선행발명 1은 사이클론 기류가 제어면(C)보다 아래로{배출제어구(B)의
외측면}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해결방안으로 하고 있어, 선행발명 1에서
배출출제어구(B) 외측면에 나선홈을 형성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아래 선행발명 1의 아래 명세서(갑
제8호증) 기재를 살펴보면, 배출제어수단(10)의 배출제어구(B)가 차단하는 사이클론
기류는 혼합부(2)의 혼합공간(A) 내부에 형성된 사이클론 기류의 중심부(공기 기둥)
를 의미하는 것이고, 혼합부(2)의 혼합공간(A) 내벽을 따라 나선 모양으로 흘러내리
는 세정액(W)(액의 하강 선회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배출제어구(B)의 외측면에는 세정액(W)에 의한 사이클론 기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450)의 외측면에 역방향 나선홈(451)을 형성함으
로써, 액의 하강 선회 흐름 과정에서 액과 나선홈(451)의 마찰 저항에 의해 액 중의
기포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더 생성되는 기포는 용존 산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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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존 기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기포의 상승 기류(상승 유동
흐름)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용존 기체’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까지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액 내부에 존재
하는 기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액에 녹아 있는 기체(용존 기체)’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역방향 나선홈에 의해 용존 기체까지도 기포로 더 생
성된다고 하면, 액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던 기포가 추가로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이 기포들 중의 일부는 바(450) 주변에 형성된 액 유출관(430)을 통해 액의
하강 선회 흐름과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판에 공급되는 액 내부에 존재
하는 기포를 제거하여 기판의 액처리 공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
의 기술적 과제(식별번호 [0004] 내지 [0006] 참조)에도 저해된다고 할 것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거되지 않은 용존 기체는 약액이 기포 제거 유닛을
통과하여 웨이퍼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기포로 발생될 것이므로, 이는 인위적으로
기포를 발생시켜 제거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웨이퍼에 공급되는 약액을 기준으로
할 때 기포 제거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약액에 항상 용존 기체
가 존재한다거나 기포 제거 유닛을 통과한 약액이 웨이퍼 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용존 기체가 기포로 발생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
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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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허5416 거절결정(특) 2020. 5. 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및
그 제조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0132676

2018원2639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10-20120121658호)
비교대상발명 1에 금 나노입자 상의 팔라듐 증착 관련 기재된 내
용을 통해 금 나노입자 상에 팔라듐의 증착은 염소이온 또는 Pd 전
구체 농도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염소이온
또는 Pd 전구체 농도가 낮을 때에는 금 나노입자 상에 팔라듐 증착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
로 코팅될 것이라는 점도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염소 농
도 또는 Pd 전구체 농도를 조절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심결요지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산소환원반응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백금을 함유하지 않으며, 촉매로서 우수성을
갖는 효과를 가지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통해 쉽게 예측 가능한 효
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요지

1) 차이점 1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의 구조를 가

(청구기각)

진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인데, ‘비대칭’이란 점이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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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평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사진으로부터 코어 입자는 ‘점이나 직선 또
는 표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
을 가지지 않는 ‘비대칭’의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고, 금(코어) 나
노입자 상에 팔라듐(쉘)이 증착되어 얻어진 금-팔라듐의 코어-쉘 나
노입자에 관한 사진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점이나 직선 또는
표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지 않는 ‘비대칭’의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어떠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에서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
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아무런 기술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한정사항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차이점 2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다공성 팔
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이 가능하다.
가) 선행발명 1에는 다음과 같이 금 코어의 외부 표면에 갈바닉 치환
반응을 통해 팔라듐 쉘을 코팅하는 방법, 코어-쉘 나노입자의 생
성은 염소 이온 또는 팔라듐 전구체의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 각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를 통
해 염소 이온 또는 Pd 전구체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코어 입자의
표면에 쉘의 증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선행발명 1에는 다양한 농도(0.5mM, 5mM, 10mM,
20mM)의 Pd 전구체가 혼합된 용액(PdCl2)으로 갈바닉 치환 반
응을 수행할 경우, Pd 전구체의 농도가 10mM 이상인 경우에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을 팔라듐이 완전히 코팅한다는 실험결과
가 개시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이 팔라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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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전하게 코팅되지 않은, 즉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구조가 개
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의 기술자는 필요에 따라
염소 이온 또는 Pd 전구체의 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갈바닉 치
환반응을 통해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을 팔라듐으로 부분적으
로 코팅할지 혹은 전체적으로 코팅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자체를 청구범위로 하
는 것으로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원
고 주장과 같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만으로 한정되지도 않으므
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조방법으로 제조됨
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에도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
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양 대응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을 부분적으로 코팅하는 구성(완전히 코팅하지 않
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제조과정에서 팔라듐의 함량을 줄일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비대
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
환원용 전극촉매에 있어서, 상기 코어-쉘
나노입자는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
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
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코
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산소-환원용 전극
촉매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는 Au 코어 및 상기 Au
코어를 둘러싼 Pd 쉘을 포함하며, 상기
Pd 쉘은 다공성 Pd 층을 포함한다. (청
구항 3, 문단번호 [0017] 내지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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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팔라듐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인 점에서 선행발
명 1과 그 기술적 사상이 다르고, 금속 함량이 줄어들고 불순물이 제거된 전극
촉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그 목적이 다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팔라듐이 부분적
으로 코팅되나, 선행발명 1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에 쉘인 팔라듐이 균일
하게 증착되므로 구성상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는 금속함량이 줄어들고, 불순물이
제거되므로,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산소환원반응 효율이 높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산소환원반응의 효율 및 안정성이 향
상되고, 백금을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촉매 활성을 가지는 금-팔라듐 코
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적
이 공통된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비대칭 코어-쉘 구조의 기술적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선행발명 1에 불규칙한 비대칭 형상의 코어-쉘 나노입자
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코어-쉘 나노입자의 구조를 비
대칭인 것으로 한정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기판 또는 지지체에 부착된 상태의 금
나노입자를 갈바닉 치환반응을 통하여 팔라듐으로 코팅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 역시 지지체에 맞닿아있는 금 나노입자 부분에 팔라듐이 치환될 수 없을 것이
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전극촉매가 백금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우수한 산소환원 활성과 함께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동
일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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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선행발명 1에 ‘비대칭’에 대한 아무런 암시, 시사 등이 없어 구성의 곤란성을 부
정하기 쉽지 않았으나, 원고가 심사·심판 단계에서 이를 ‘부분코팅’과 동일시한
점을 지적하여 겨우 승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구성 대비
(가) 동일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모두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코팅되어 있는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를 갖는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라는 점에
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금 나노입자 외부표면에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어, 나노입자가 비대칭 구조를 갖는 반면, 비교대상
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먼저, 상기 차이점 관련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
본다.
【0028】일 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코어-쉘 나노입자는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0】한편, 본 발명의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제조방법은 유리기판에 금 나노입자가 용이하게 붙을 수 있도록
APTMS를 이용하여 유리기판의 표면에 아민 코팅하여 유리기판의 표면을
개질하는 유리기판 개질단계(S100단계)와; 상기 유리기판 표면에 코어인 금
나노입자(AuNPs)를 붙이는 금 나노입자 부착단계(S200단계)와; 상기 코어인 금
나노입자(AuNPs)의

외부표면상에

팔라듐

박막을

증착하는

팔라듐

박막

증착단계(S300단계) 및; 유리기판으로부터 탈착된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를
환원 산화그래핀(rGO)와 교반시켜 환원 산화그래핀(RGO)-금·팔라듐(AuPd)
복합재료를 합성하는 복합재료 합성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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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를 통해 금 나노입자의 일부가 유리기판 표면에 부착된 채 팔라듐 박막
이 증착되어 금 나노입자 중 유리기판 표면에 부착된 부분은 팔라듐이 코팅되
지 않기 때문에, 금 나노입자의 유리기판 표면에 부착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외부 표면에만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교대상발명에 금 나노입자 상에 팔라듐의 증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0047】AuPd/C의 특성
【0048】상기 제조된 Au NP 및 AuPd/C의 형태 및 크기를 TEM 이미지로
확인하였다. 도 1의 a는 탄소 담지체 상에 로딩되기 전 및 후(도 1의 확대도)의
Au 나노입자의 전형적인 T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Au 나노입자 (지름 약
13 mm)는 거의 구형의 좁은 입자 분포(narrow size distribution)를 확인할 수
있었다. 로딩이 되면, 상기 Au 나노입자는 크기 분포의 변화 없이 탄소 지지체
상에 잘 분산되었다(도시하지 않음). Au 나노입자 상에 Pd의 자발적 증착 후에,
결과적으로 수득된 AuPd 나노입자 역시 모체 Au 나노입자와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며 탄소 지지체 상에 고르게 분산되었다(도 1의 b). 실제로, Au 나노입자
및 AuPd 나노입자 사이에 주목할만한 크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도 1의 a
및 b의 확대도 참조), 이는 자발적 Pd 층 증착이 Au 에칭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Au 코어 상의 Pd 코팅이 아마도 갈바닉 치환
반응(GRR)과 유사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Au(III) (AuCl4-/Au,
+1.002 V vs. NHE) 가 Pd(II) (Pd2+/Pd, 0.951 V vs. NHE)에 비해 약간 더
양의(positive)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Au 및 Pd(II) 사이의
GRR(하기 반응식 1)은 매우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염소 이온 농도가
다소

높을

때에만

AuPd

나노입자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SEM-EDS에 의해 평가된 Pd/Au의 wt% 비율은 Au 코어 상에 상당히 유리한
Pd 층 증착을 시사한다. 실제로, 평균 Pd/Au wt% 비율(각 촉매의 10개의
상이한 위치에서의 측정치임)은 하기와 같이 Pd 전구체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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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 10, 및 20 mM PdCl2에 대하여 각각 0.15 ± 0.06, 0.49 ± 0.08,
0.61 ± 0.11, 및 0.73 ± 0.11. 이하 본 실시예에서는, 일련의 제조된 AuPd/C
촉매를 조성에 따라 AuPd(Au:Pd wt% 비율)/C로서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Au
감소에 대한 Pd 증가의 몰비는 약 1.5:1로, 특히 Pd 전구체 농도가 ≥10 mM일
때 Au/Au(III) 및 Pd(II)/Pd 사이의 GRR 비율과 잘 일치한다.

반면에,

Au(III)/Pd의 치환 몰비는 Pd 전구체 농도가 낮을 때, 즉, 3.5 (0.5 mM PdCl2)
및 2.4 (5 mM PdCl2)일 때, 1.5 초과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GRR
이외에 미달전위석출(underpotential deposition; UPD)과 같은 다른 프로세스가
Pd 층 형성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Au 에칭과
관련되어 GRR과 유사한 Pd 증착이 관찰되는 이유는, 환원 전위로부터의
열역학적 예상과는 반대로, Au 나노입자 표면 상에 PdCl2로부터의 염소
음이온이 흡착되어, 증가된 국부 염소 음이온 농도를 유도함으로써 하기 반응식
1의 우측으로 평형상태를 이동시킴에 의해 AuCl4-으로의 Au 산화 및 Pd2+
환원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기재된 내용을 통해 금 나노입자 상에 팔라듐의 증착은 염소이온 또는
Pd 전구체 농도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염소이온 또는
Pd 전구체 농도가 낮을 때에는 금 나노입자 상에 팔라듐 증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될 것이라는 점도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염소 농도 또는 Pd
전구체 농도를 조절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
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라듐이 증착되는 것이나, 비교대상발명은 담지된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증착되고 있는 것이며,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
휘한다고 하더라도 금 나노입자를 유리기판에 부착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전혀
없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팔라듐이 금 나노입자에 부분 코팅되어 있는 AuPd 입
자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라듐이 증착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AuPd
나노입자 제조 시 유리기판이 사용되는 것은 “제조방법”상의 특징일 뿐, 최종 결과
물인 AuPd 나노입자를 특정하는 구성이라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리기판에 부착되어 제조된 금 나노입자 외부표면에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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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코팅된 비대칭 AuPd 나노입자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염소 농
도 또는 Pd 전구체 농도를 조절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산화환원반응의 효율,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고 백금
을 함유하지 않으며, 촉매로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식별번호 [00
24] 참조), 비교대상발명에는 시판 Pt/C 활성을 능가하는 우수한 산소-환원 활성과
함께 우수한 안정성 및 알코올 내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개시되어 있다([0010]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산소환원반응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고, 백금을 함유하지 않으며, 촉매로서 우수성을 갖는 효과를 가지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통
해 쉽게 예측 가능한 효과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은 금 나노입자에 증착된 팔라듐과 증착되
지 못한 팔라듐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공존하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 나노입자에 증착된 팔라
듐은 그대로 있으나, 증착되지 못한 팔라듐은 모두 세척되어 제거되므로, 비교대상발
명 대비 불순물 제거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AuPd 나노입자를 제
조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효과일 뿐, 제조된 결과물인 AuPd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전극촉매에서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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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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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재료공학이나 화학공학 석사학위 소
지자로서 연료전지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행발명 1과의 구성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비
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
소환원용 전극촉매에 있어서, 상기 코어쉘 나노입자는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
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
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산소-환원용 전극
촉매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는 Au 코어 및 상기 Au
코어를 둘러싼 Pd 쉘을 포함하며, 상기
Pd 쉘은 다공성 Pd 층을 포함한다. (청
구항 3, 문단번호 [0017] 내지 [0020])

다.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코팅되어 있는(Au 코어 및 Au 코어를 둘러싼 Pd 쉘을 포함하며,
Pd 쉘은 다공성 Pd 층을 포함하는)20) 코어-쉘 나노입자(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어-쉘 나노입자는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선행발명 1에는 상기 한정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
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
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데 비해,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20) 괄호 안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의
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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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의 구조를 가진다는 명시
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
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비대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정
의되어 않다. 다만, ‘대칭’의 사전적 의미는 ‘점이나 직선 또는 평면의 양쪽에 있는 부
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의 의미하므로(을 제2호증), ‘비대칭’이란 점이
나 직선 또는 평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금(코어) 나노 입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
행발명 1의 코어 입자는 ‘점이나 직선 또는 표면의 양쪽
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지 않는 ‘비대칭’의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는 금(코어) 나노입자 상
에 팔라듐(쉘)이 증착되어 얻어진 금-팔라듐의 코어-쉘 나
노입자에 관한 사진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점이나

[선행발명 1의 도 1a]

직선 또는 표면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 꼭 같은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지 않는 ‘비대칭’의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어떠
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
다. 즉,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선행발명 1의 도 1b]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아무런 기술적 의
의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한정사항에 불과하다.
2) 차이점 2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
적으로’ 코팅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위 차이점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이 가능하다.
가) 선행발명 1에는 다음과 같이 금 코어의 외부 표면에 갈바닉 치환반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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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팔라듐 쉘을 코팅하는 방법, 코어-쉘 나노입자의 생성은 염소 이온 또는 팔라듐
전구체의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 각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를 통해 염소 이온 또는 Pd 전구체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코어 입자의 표면
에 쉘의 증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u 코어 상의 Pd 코팅이 아마도 갈바닉 치환 반응(GRR)과 유사 메커니즘을 통
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Au(III) (AuCl4-/Au, +1.002 V vs. NHE) 가 Pd(II)
(Pd2+/Pd, 0.951 V vs. NHE)에 비해 약간 더 양의(positive)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Au 및 Pd(II) 사이의 GRR(하기 반응식 1)은 매우 유
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염소 이온 농도가 다소 높을 때에만 AuPd 나노입
자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SEM-EDS에 의해 평가된 Pd/Au의 wt%
비율은 Au 코어 상에 상당히 유리한 Pd 층 증착을 시사한다. 실제로, 평균
Pd/Au wt% 비율(각 촉매의 10개의 상이한 위치에서의 측정치임)은 하기와 같이
Pd 전구체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0.5, 5, 10, 및 20 mM PdCl2에 대하여 각
각 0.15 ± 0.06, 0.49 ± 0.08, 0.61 ± 0.11, 및 0.73 ± 0.11. 이하 본 실시
예에서는, 일련의 제조된 AuPd/C 촉매를 조성에 따라 AuPd(Au:Pd wt% 비
율)/C로서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Au 감소에 대한 Pd 증가의 몰비는 약 1.5:1로,
특히 Pd 전구체 농도가 ≥10 mM일 때 Au/Au(III) 및 Pd(II)/Pd 사이의 GRR 비
율과 잘 일치한다. 반면에, Au(III)/Pd의 치환 몰비는 Pd 전구체 농도가 낮을 때,
즉, 3.5 (0.5 mM PdCl2) 및 2.4 (5 mM PdCl2)일 때, 1.5 초과인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이는 GRR 이외에 미달전위석출(underpotential deposition; UPD)과
같은 다른 프로세스가 Pd 층 형성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다. Au 에칭과 관련되어 GRR과 유사한 Pd 증착이 관찰되는 이유는, 환원 전위
로부터의 열역학적 예상과는 반대로, Au 나노입자 표면 상에 PdCl2로부터의 염소
음이온이 흡착되어, 증가된 국부 염소 음이온 농도를 유도함으로써 하기 반응식 1
의 우측으로 평형상태를 이동시킴에 의해 AuCl4-으로의 Au 산화 및 Pd2+ 환원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문단번호 [0048]).
[반응식 1] (문단번호 [0049])

나) 또한, 선행발명 1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농도(0.5mM, 5mM, 10mM, 20m
M)의 Pd 전구체가 혼합된 용액(PdCl2)으로 갈바닉 치환 반응을 수행할 경우, Pd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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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의 농도가 10mM 이상인 경우에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을 팔라듐이 완전히 코
팅한다는 실험결과가 개시되어 있다.

물에 분산된 Au/C 용액(1 mg/mL)을 다양한 농도(0.5, 5, 10, 및 20 mM)의
PdCl2와 혼합하고 5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여, Au 나노입자 표면 상에 Pd 박
막을 증착하였다(문단번호 [0041]).
나노입자를 UV-vis 흡광 분광법에 의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Au 나노입자의 표
면 플라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SPR)에 기인된 ~ 520 nm에서
의 강한 흡광도가 Au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에서 관찰되었다(도 2의 a) 520
nm에서의 흡광 피크는 TEM 이미지

[도 2] UV-vis 흡광스펙트럼

에서 측정된 Au 나노입자 크기(약
13nm)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520 nm에서의 Au SPR
은, 사용된 Pd 전구체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Pd 전구체의
농도가 ≥ 10 mM인 경우 사라졌다
(도 2의 b 내지 e). 이러한 관찰 결
과는 Pd 층이 Au NP 코어를 완전
히 덮는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다. UV-vis 흡광 측정에서의
탄소의 간섭 및 용액으로부터 탄소

지지체 없이 나노입자의 수집이 어려운 것에 기인하여, 탄소 지지체가 없는 상태
에서 상기 나노입자 촉매 및 반응하지 않은 잔존 Pd 전구체(Pd2+)를 포함하는 용
액에 대하여 UV-vis 스펙트럼이 수득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증가
된 PdCl2 농도에 따라 415 nm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흡광 강도는 Pd2+에 의
한 것이다(문단번호 [0052]).

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이 팔라듐으로 완전하
게 코팅되지 않은, 즉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의 기술자는 필요에 따라 염소 이온 또는 Pd 전구체의 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갈바닉 치환반응을 통해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을 팔라듐으로 부분적으로 코팅할지
혹은 전체적으로 코팅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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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태
에서 갈바닉 치환반응을 통하여 팔라듐을 증착하므로, 유리기판에 부착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팔라듐이 증착되어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팔라듐이 균일하게 증착되어 코팅되는 선행발명 1에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
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것인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
촉매’를 그 청구범위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조방법 즉, ‘금
나노입자가 유리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갈바닉 치환반응을 통하여 팔라듐을
증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전극촉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금 나노입자가 팔라듐으로 완
전하게 덮이지 않는 구성’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 지지체에 담지된 상
태의 금 나노입자 표면에 갈바닉 치환 반응을 통해 팔라듐을 증착하는 방법에 의하
여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기
재된 위 제조방법에 의하여 금-팔라듐 나노입자를 형성할 경우 탄소 지지체에 부착된
부분은 팔라듐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팔라듐 코
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 나노입자의 일부
분에만 팔라듐 코팅이 이루어지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원의 또 다른 측면은,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Au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상기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Au 나노입자 표면에서 팔라듐 양이온의 자발적 환원에
의하여 Pd 을 증착하여 이금속성 AuPd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
기 본원에 따른 산소- 환원용 전극촉매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문단번호 [0009]).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는 코어-쉘 나노입자의
형상이 비대칭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
인 다공성 팔라듐 입자가 부분적으로 코팅된 부분’이 특정축을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
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선행발명 1에 금 나노입자 또는 금-팔라듐 나
노입자의 형상이 비대칭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
대칭 코어-쉘 나노입자’와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발명
1에는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 개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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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와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에 있어서, 상기 코어-쉘 나노입자는 코
어인 금 나노입자의 외부 표면에 쉘인 다공성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구조에 기반한 산소환원용 전극촉매’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코어-쉘 나노입자’가 ‘비대칭’인 것으로 한정하
고 있을 뿐이고, ‘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팔라듐이 코팅된 부분’의 형상을 ‘비대칭’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금 나노입자의 표면
에 팔라듐이 코팅된 부분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비
대칭’이 위 팔라듐 코팅된 부분의 형상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
는 점(그 형상이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 역시 없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가 ‘팔라듐이 코팅된 금
나노입자의 부분의 형상이 비대칭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
가 팔라듐 코팅된 부분의 형상이 비대칭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갈바닉
치환 반응을 통해 팔라듐을 증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착된 금
-팔라듐 나노입자는 탄소계 지지체에 담지된 부분은 팔라듐 증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증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팔라듐으로 코팅된
부분은 그 코팅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대칭적인 형상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 한 비대칭
적인 형상을 가질 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비대칭 코어-쉘 나노입자’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리기판에 비대칭 코어-쉘 구조의 금 나노입자
가 흡착된 상태에서 팔라듐을 제거하는 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것이어서 팔라듐이 완
전하게 제거될 수 있고, 따라서 산소환원반응의 효율이 높아지고 팔라듐의 함량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자체를 청구범위로 하는 것으
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원
고 주장과 같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만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즉, 원고 주장의 위 제조방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
건 제1항 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조방법으로 제조됨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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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팅되는
것이므로 그 제조과정에서 팔라듐의 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도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이 부분적으로 코
팅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양 대응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금 나노입자에 팔라듐을 부분적
으로 코팅하는 구성(완전히 코팅하지 않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제조과정에서 팔라
듐의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앞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
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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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허6198 거절결정(특) 2020. 5. 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고신축 합성섬유사 사염 방법 및 그에 의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
및 고신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장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0006154

2018원1204

관련사건

<보정각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쟁점사항

<진보성>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보정각하>
보정 1은 신규사항추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정 2의 구성은
신규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은 특허법 제
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2018. 3. 7.자 보정각
하결정은 적법하다.
<진보성>
이 사건 제7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 모두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신도(신축성)가 우
심결요지

수하며 염색 불균일이 없는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양 발명의 구성을 대비해 보면, ① 구성 1의 장치는 이 사건 제
7항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 하는 하나의 수
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 결국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장치
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므로, 구성 1의 장치에 의
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는 비교대상발명 1의 고신축성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와 마찬가지로 염색 불량률(염색 불균일)이
해소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임에 다를 바 없다는 점, ②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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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률이 해소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는 구성 1의 스팀분사구
및 무장력 권취장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동일한 기술구성인 스팀분출구(9)와 나일론사를 치이즈가 극히
느슨하게 권취하는 구성(무장력 권취)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 ③
구성 1의 장치를 통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가 비교대
상발명 1의 고신축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에 없는 그 밖의 특별
한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상
기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다.
양 발명의 효과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고신축 합
성섬유 염색사가 신도 및 신축회복율을 종래의 행크 염색사와 대
등하게 구현하면서도 염색 및 물성 불균일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인데([0046]),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신축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가 70%의 높은 신축율을 가지고 균일한 염
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2쪽),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의 성질에 관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
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다.

<보정각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가이드와 제2가이드의 배치
관계에 대해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라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수직에서 벗어나 약간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기재조차
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수직으로 배치된 제1
가이드 내지 제2가이드가 미미한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한
판결요지
(청구기각)

다 하더라도 10도 범위 내라는 수치한정의 개념까지 이해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무장력으로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를 단순히 ‘권취하기 위
한 권취장치’로 보정한 것은 구성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여 그 권
리범위가 확장된 것이고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한 것도 아니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정에 관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
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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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합연하여 사에 대한 집속성, 탄성, 강도 등의 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섬유에 관한 일반적 기술상식이고, 가연사를 합연
하여 가연합연사를 만드는 것 또한 주지관용기술이며, 스팀
분사에 가연사가 아닌 가연합연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부가할 수 있는 것
이고, 합연으로 집속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술적 상식인 이상 통
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합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집속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사층의 무너짐 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작용효과로 봄이 타당하며, 권취
장력의 느슨함의 정도를 조정하여 사층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은
공지 기술에 불과하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이 치이즈를 통상의 나일론 치이즈 염
색방법에 따라 침염을 한 결과 100데니어의 균일한 나일론 염색
사를 얻을 수 있었으며 70%의 높은 신축율을 나타내었다(2면 하
단으로부터 7~8줄).”라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
의 염색사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염색사와 마찬가지로 염색 불
균형을 해소하고 신축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에 대한 스팀의
분사방향을 수직으로 하는 것과 평행하게 하는 차이가 사의 구
조․성질에 변화를 주는 차이라 볼 수 없고, 사에 대해 스팀 분사
를 수직으로 할지 평행하게 할지는 사의 권취장치와 스팀 분사장
치의 구비 형태 내지 배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단
순히 선택할 수 있는 변경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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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발명 1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내
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사하기 위
한 스팀관, 상기 스팀관상에 개폐밸브가 설
치되어 로트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
팀분사구, 상기 스팀분사구 상부에 위치되고

인취로울러(5)와 권취로울러(6) 사이에
세팅존(8)을 형성하여 스팀분출구(9)를
통해 스팀을 분사함(공보 1~2면, 도면 2).
상기 스팀분출구(9) 이전에 형성된 가이드
(도면 2, 인취로울러(5) 다음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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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연합연사를 1차로 안내하는 제1 가
이드, 상기 제1 가이드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1 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
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로
안내하는 제2 가이드 및 상기 제2 가이드를
통과하여 온 상기 가연합연사를 무장력으로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로 이루어지는 고신
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
장치

상기 스팀분출구를 통과한 나일론 가연사를
안내하는 가이드(도면 2, 권취로울러(6)
이전에 위치함)
인취로울러(5)에서 세팅존(8)에 공급되는
표면속도를 권취로울러(6)의 표면속도보다
20~200% 정도 높임
→ 치이즈가 느슨하게 권취됨

상기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상기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성
염색사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

◈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2. 19.자 보정이 적법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
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
결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가이드가 제1가이드에 대해 “상부”에서 “수직 또는 10도 범위 내에 위
치”하는 것으로 보정한 것은 본 발명의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스팀을 효과적
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 맞게 적절히 한정한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
가 아니고 이러한 보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
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서 적법하며, 권취장치에 대한 “무장력으로”의
삭제는 장치 청구항에서 불필요한 방법에 관한 기술을 배제함으로써 청구범위
를 보다 명료하게 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신축 섬유사 제조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그를 위한 치이
즈사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반해, 선행발명 1은 고신축성 섬유사를 제
조하는 것으로 목적이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가연과 스팀분사를 이공
정으로 나누고 집속성 증대를 위해 합연된 가연합연사를 공급사로 이용하며
특유의 스팀분사장치를 이용하는 데 반해, 선행발명 1은 위의 공정과 구성을
개시하거나 암시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사층
이 무너지는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축율도 선행발명 1보다 크다.
3. 심판에서는 모든 항에 대해 심사관 판단의 적부를 심리해야 하고 잘못된 항들
이 있으면 심사국에 환송하여 바로 잡아야 헌법에 보장된 발명가의 권리 보호
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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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2. 19.자 보정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제1가이드와 제2가이드가 수직으로 배
치되는 기재만 있을 뿐, 그들의 상대적 위치를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인
것’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사상은 찾아볼 수 없고, ‘무장력으로 권취하는
구성’을 단순히 ‘권취하는 구성’으로 보정하는 것은 재심사 청구시 보
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고신축의 합성섬유 염색사에 관한 것으
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인용하는 청구항 1의 구성요
소들은 선행발명 1에 대응 구성이 존재한다. 또한, 합연사를 사용하여 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사의 구조․성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출원 일체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청
구항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거절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보정각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가이드와 제2가이드의 배치관계에 대해 ‘수
직에서 10도 범위 내’라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직에서 벗어나 약간의 기
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기재가 없고, ‘무장력으로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를 단
순히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로 보정한 것은 구성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여 그
권리범위가 확장된 것이고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한 것도 아니며 분명하지 아니하
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정에 관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한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합니다.
<진보성>
합연하여 사에 대한 집속성, 탄성, 강도 등의 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섬
유에 관한 일반적 기술상식이고, 가연사를 합연하여 가연합연사를 만드는 것 또한
주지관용기술이며, 스팀분사에 가연사가 아닌 가연합연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부가할 수 있는 것이고, 선행발
명 1의 염색사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염색사와 마찬가지로 염색 불균형을 해소

- 310 -

하고 신축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에 대한 스팀의 분사방향을 수직으로 하는 것
과 평행하게 하는 차이가 사의 구조ㆍ성질에 변화를 주는 차이라 볼 수 없는 것이어
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합니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2018. 2. 19.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 전후의 주요 기술구성을 비교하면 아
래의 대비표와 같다.
보정 전

보정 후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
내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
사하기 위한 스팀관, 상기 스팀관상에 개
폐밸브가 설치되어 로트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팀분사구, 상기 스팀분사
구 상부에 위치되고 상기 가연합연사를 1
차로 안내하는 제1가이드, 상기 제1 가이
드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1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로 안내하는 제2
가이드 및 상기 제2 가이드를 통과하여
온 상기 가연합연사를 무장력으로 권취하
기 위한 권취장치로 이루어지는 고신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
장치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
내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
사하기 위한 스팀관, 상기 스팀관상에 개
폐밸브가 설치되어 로트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팀분사구, 상기 스팀분사
구 직상부에 위치되고 상기 가연합연사를
1차로 안내하는 제1가이드, 상기 제1 가
이드의 상부에 설치되되 그 수직상부 또
는 수직에서 10도범위내에 위치되며, 상
기 제1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
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
로 안내하는 제2가이드 및 상기 제2 가
이드를 통과하여 온 상기 가연합연사를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로 이루어지는 고
신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 장치

상기 대비표를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은 ① 제1 가이드가 스팀분사구
상부에 위치되는 구성을 스팀분사구 직상부에 위치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이하, ‘보
정 1’이라 한다), ② 제2 가이드가 제1 가이드의 수직상부 또는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에 위치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보정 2’라 한다).
먼저 보정 1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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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분사구는 제1 가이드의 직하부에 설치되어 진행되는 합연가연사가 스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참작하면([0017]), 보정
1은 신규사항추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정 2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제1 가이드와 제2 가이드가 수직으로 설치되는 기재와, 제1 가이드와 제2 가이드 사
이는 가연합연사가 스팀 분사방향과 평행하게 수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기재가
있을 뿐([0017], [0034]), 제1 가이드와 제2 가이드의 상대적 위치를 수치한정 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2 가이드가 제1 가이드의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에 위치’되는 보정 2의 구성은 신규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2018. 3. 7.자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에 관한 것으로, 신도 및 신축회복율
이 종래의 행크염색사와 대등하게 구현되면서 염색 및 물성 불균일이 없는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0019].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실의 불규칙한 수축으로 인해 나타나는 염색불량율을 해소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양질의 나일론 염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쪽).
살피건대, 이 사건 제7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 모두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신도(신축성)가 우수하며 염색 불균일이 없는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제1항의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에 관
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면 아래의 대비표와 같다.
구성

이 사건 제7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
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사하기 위한 스팀관, 상기
1

스팀관상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로트
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팀분
사구, 상기 스팀분사구 상부에 위치되
고 상기 가연합연사를 1차로 안내하는
제1가이드, 상기 제1 가이드의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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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취로울러(5)와 권취로울러(6) 사이에
세팅존(8)을 설치하여 스팀분출구(9)를
통해 스팀이 분사되고, 인취로울러(5)
의 표면속도를 권취로울러(6)의 표면
속도보다 20%~200% 높게하여 느슨
하게 권취되는 권취 치이즈(7)를 형성
하는 장치

설치되며 상기 제1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로 안내하는 제2가이
드 및 상기 제2 가이드를 통과하여 온
상기 가연합연사를 무장력으로 권취하
기 위한 권취장치로 이루어지는 고신
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 장치

2

상기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

상기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성 나

섬유 염색사

일론 치이즈 염색사

구성 1 및 2는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 바 후부에 설치되는 스팀관, 상기 스팀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 스팀분사구 상부에 위치되는 제1, 2 가이드를 구성하는 장치
를 사용하여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인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상기 차이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구성 1의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
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0019】본 발명에 따르면 고신축 합성섬유사 사염 염색사의 제조에 있어서, 해사불
불균일 문제점이 해소되고, 공정이 간소화되고 기계화되어 공정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공정을 간소화하고, 염색 불균일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성 1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우수한 신축성을 얻고, 해사불량, 염색 불량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신축성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개시
되어 있다(1~2쪽).
살피건대, ① 구성 1의 장치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 결국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
은 장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므로, 구성 1의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는 비교대상발명 1의 고신축성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와 마찬
가지로 염색 불량률(염색 불균일)이 해소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임에 다를 바 없
다는 점, ② 염색 불량률이 해소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는 구성 1의 스팀분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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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장력 권취장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동일한 기술구성인
스팀분출구(9)와 나일론사를 치이즈가 극히 느슨하게 권취하는 구성(무장력 권취)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 ③ 구성 1의 장치를 통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가 비
교대상발명 1의 고신축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에 없는 그 밖의 특별한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상기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양 발명의 효과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가 신도 및 신축회복율을 종래의 행크 염색사와 대등하게 구현하면서도 염색
및 물성 불균일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0046]),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신축 나일론 치이즈 염색사가 70%의 높은 신축율을 가지고 균일한 염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2쪽),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의 성질에 관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 및 목
적에 공통점이 있고,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
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
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
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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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
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참조).
2) ‘수직상부 또는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의 신규사항 추가 여부
2018. 2. 19.자 보정으로 부가된 ‘수직상부 또는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이하 ’추
가 보정 사항‘이라 한다)’라는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갑 제2호증)에서 추가 보정 사항에 관한
제1, 2가이드의 배치와 관련된 기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는 제1가이드에 대한 제2가이
드의 배치관계에 대해 ‘수직’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로 한정
하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이러한 점은 원고도 인정한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사의 열수축에 있어서 그 수축률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스팀의 온도, 스팀의 접촉 범위 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직상부’와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보정 사항 중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
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도면 및 명세서 내용을 볼 때 제2가이드가 제1가이드의 상
부에 위치한 것이 기본적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범위이고, 제2가이드 위치를 제1가이
드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수직상부 또는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에 위치로 한정한 것
은 스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취지에 보다 맞게
적절히 한정한 것이므로, 2018. 2. 19.자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
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및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
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
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에는 제1가이드와 제2가이드의 배치관계에 대해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라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직에서 벗어나 약간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기재조차도 찾
아볼 수 없다.
(2)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수직으로 배치된 제1가이드 내지 제2가이드가 미미한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10도 범위 내라는 수치한정의 개념까지
이해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 315 -

̇ ̇ 제3항을
(3) 보정각하결정에 관한 특허법 제51조에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또는
위반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법 제47조 제2
항과 제3항 중 어느 하나만 위반되어도 보정각하결정을 해야 하는바, 추가 보정 중
일부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이상 나아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관한 보
정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무장력으로’ 삭제 보정의 적법 여부
가) ‘무장력으로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를 단순히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로
보정한 것은 구성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여 그 권리범위가 확장된 것이고 잘못 기재
된 사항을 정정한 것도 아니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
도 아니어서 보정에 관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무장력으로”라는 것은 사를 무장력 상태로 권취한다는 것
으로서 전적으로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에 의해 장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장치
청구항에서 불필요한 방법에 관한 기술을 배제함으로써 청구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하는 보정으로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내지
동조 동항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42조 제6항에 따라 장치 청구항에도 발명
을 특정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
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방법을 기재한 것만으로 불명확한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위의
보정 전 기재는 권취장치가 무장력으로 권취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특정한 것이 명확
하므로 ‘무장력’을 삭제하는 보정이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
재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쟁점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청구항 1의 장치에 의해 제조된 실에 관한 것이고, 원고
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의 장치를 토대로 가연과 스팀분사를
이공정으로 나누어 미리 준비된 가연합연사를 스팀분사에 공급하여 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의 장치가 이와 같은 이공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될 수 있
는지 여부를 우선 살핀 다음,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선행발명
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청구항 1의 청구범위 해석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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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
776 판결 등 참조).
청구항 1의 장치는 이 사건 명세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따른다면 미리 준비된
가연합연사가 치이즈로부터 해사되어 스팀분사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항 1에는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
드 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리 준비된 가연합연사를 스팀분사에 공급하는 것으
로 한정하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의 장치는 가연합연사가 공급 형태를 불문하고 스팀 분사구로 안
내되는 것이면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미리 준비된 치이
즈로부터 해사되며 스팀 분사구로 안내되는 이공정을 갖는 것으로 제한 해석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4)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및 2
구성요소 1 및 2와 선행발명 1은 모두 가연된 사를 스팀으로 유도하여 염색
전에 미리 열수축시키고 이를 느슨하게 권취하여 신축율을 높이고 염색 및 물성 불
균일을 해소한 고신축의 합성섬유 치이즈 염색사를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하다(원고
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염색사와 선행발명 1의 염색사가 다르지 않은 점은 인
정한다).
한편 구성요소 1은 스팀분사구와 관련하여 가이드 바, 스팀관, 개폐밸브를 더 구비
하고 구성요소 2의 염색사는 이들을 구비한 장치에 의해 제조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나, 이와 같은 가이드바, 스팀관, 개폐밸브는
사를 스팀의 분사부로 유도하고 스팀의 공급량을 조절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상
식에 속하는 구성들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 부가할 수 있는 자명한
구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진보성 판단을 좌우할 차이로 볼 수 없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스팀 분사에 가연합연사를 공급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가연사
를 공급하고(이하 ‘차이점 1’이라고 한다), 다음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요
소 1의 제1, 2가이드는 스팀분사구로부터 상방을 향해 순차적으로 수직 배치되는 반
면, 선행발명 1의 인취로울러(5)와 권취로울러(6) 사이에 사가 꺾인 부분(5 및 8, 9 주
변 도시)은 수평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상하의 배치관계에 대해서는 개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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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차이점 검토
가) 차이점 1
스팀 분사에 가연합연사와 가연사를 공급하는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가연합연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명세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따라 사의 집속성을 향상시켜 사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합연하여 사에 대한 집속성, 탄성, 강도 등의 물성을 증대시킬 수 있
다는 것은 섬유에 관한 일반적 기술상식이고, 가연사를 합연하여 가연합연사를 만드
는 것 또한 주지관용기술이며, 스팀분사에 가연사가 아닌 가연합연사를 공급하는 것
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나아가 집속성의 증대가 사층 무너짐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사의 물성이 갖는 내재된 원리를 토대로 당연히 도출되는 효과로 보이고,
합연으로 집속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술적 상식인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
라 합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집속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사층의 무너짐 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작용효과로 봄이 타당하다.
(4) 사층을 무너뜨려 해사 불량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권취 장력
의 느슨함의 정도’(과급률)이다., 이에 대해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과급율이 20%
미만일 경우는 치이즈가 치밀하게 형성되어 균일한 염색이 어려우며 200%를 초과하
게 되면 치이즈가 헝크러져 치이즈의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사시에 실의 엉
킴등 후공정에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이다(2면 둘째 문단).”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는 ‘치이즈가 헝크러져 해사시 실의 엉킴’ 즉, 사층이 무너져 해사가 불량해지
는 것을 감안하여 과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는 기술 내용을 개시하는 것
으로, 권취 장력의 느슨함의 정도를 조정하여 사층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은 공지 기
술에 불과하다.

̇ ̇ ̇을
(5)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신축 섬유사 제조의 공정성
̇ ̇ 한 치이즈사 제조장치의 제공이 목적인 반면, 선행발명 1은 고신축성
̇ ̇ ̇ ̇ 섬유사를
개선
제조함에 있는 것으로 그 목적에 차이가 있고,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달리 합연에 의한 집속성 부가로 사층 무너짐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며,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의 염색사는 신축율이 35% 이상인 것에 비해 선행발명 1의

염색사는 20% 이상으로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은 모두 신축성이 우수하고 염색 불균일이 없는 염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집속성 부가에 따른 사층 무너짐의 방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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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상식 수준의 기술을 단순 채용함으로서 얻
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작용효과에 불과하며, ③ 신축율은 선행발명 1이 실시예에서
70%를 나타내고 있어(갑 제9호증의 2면 하단으로부터 7~8줄), 이 사건 출원발명의
35%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이점 2
구성요소 1의 제1, 2가이드와 선행발명 1의 사가 꺾인 부분(5 및 8, 9 주변 도시)의
배치 형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앞서 나.의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의 열고정시 그 수축률이 온도에 민
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팀의 분사방향은 사의 스팀처리 온도에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므로 사의 구조ㆍ성질이 스팀 분사방향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인정된다.
(2)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이 치이즈를 통상의 나일론 치이즈 염색방법
에 따라 침염을 한 결과 100데니어의 균일한 나일론 염색사를 얻을 수 있었으며
70%의 높은 신축율을 나타내었다(2면 하단으로부터 7~8줄).”라는 기재에서 알 수 있
듯이 선행발명 1의 염색사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염색사와 마찬가지로 염색 불균
형을 해소하고 신축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에 대한 스팀의 분사방향을 수직으로
하는 것과 평행하게 하는 차이가 사의 구조․성질에 변화를 주는 차이라 볼 수 없고,
사에 대해 스팀 분사를 수직으로 할지 평행하게 할지는 사의 권취장치와 스팀 분사
장치의 구비 형태 내지 배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변경 정도로 보인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스팀분사장치의 구조와 구성이 어떤 것인지,
스팀분사구가 어느 것인지, 스팀분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전혀 개시되어 있
지 않고, 매우 불분명한 도시만 있어 전혀 장치의 구조나 구성이 특정될 수 없어 이
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비판단에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선행발명 1의 도 2에서 인취로울러(5)와 권취로울러(6) 사이의 사가 꺾인 부
분(5 주변 도시 및 8, 9 주변 도시) 사이로 수평 안내되는 사에 대해 스팀분출구(9)
의 장축이 일치하게 놓인 것을 통해 스팀분출구(9)로부터 분사되는 스팀은 사의 길이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분사되는 것이 자명하고, 이러한 선행발명 1의 스팀분사구 및
사의 이동 구성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의 대비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므
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정리
차이점 1은 합연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단순 부가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차이점 2는 사에 대한 스팀의 분사 방향을 수직에서 평행으로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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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단순 채용하고 선행
발명 1에 이미 존재하는 구성의 배치를 단순 변경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검토결과 정리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법
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
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모든 청구항의 거절결정 적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
는 출원발명의 단일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만일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현 특허제
도상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나누어 일부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포함한 발명 전체를
특허 등록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합리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결국, 출원
발명 전체가 1개의 심판물이 되고 청구항마다 별개의 심판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
므로, 어느 하나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전부가 거절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전
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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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허6204 거절결정(특) 2020. 9.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프로판-1-술폰산{3-[5-(4-클로로-페닐)-1H-피롤로[2,3-b]피
발명의 명칭

리딘-3-카르보닐]-2,4-디플루오로-페닐}-아미드 조성물 및 그
의 용도
출원번호

심판번호

2017-7013654

2018원2175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진보성
이 기술분야에서 원료 의약품은 여러 용매들을 이용하여 증발,
냉각, 침전 등의 다양한 재결정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정다형체
로 얻어지는데, 결정다형체는 결정격자의 형태와 원료 의약품 간의
상호 작용 등에 따라 결정다형체 간에서 안정성 및 그 이외의 물성
이 다르게 나타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의약물질의 제제화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한 안정성을 가지는 결정다형체를 채택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통상적인 과정이라 할 것
이다.

심결요지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화합물 I의 결정다형 1 및
2 중에서 안정성과

그 이외의 물성 및 제제화 등의 조건을 고려

하여 다소 안정성이 낮은 결정다형 1을 채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
술자에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으로
부터 충분히 예측되는 정도의 효과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참고표 2 및 3을 제출하며,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의 결정다형 1은 결정다형 2에 비하여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
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에는 화합물 I로부터 결정다형 1 및 2를 얻는 과정과 x-선 분말
회절, 시차 주사 열량법 및 적외선 분광법에 의해 결정다형의 특징
을 규명한 기재만 개시되어 있을 뿐(식별번호 [0217]~[0228]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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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결정다형 1 및 2의 용해도 및 생체분해율과 관련된 효과에 대
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
세서에 기재된 효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보성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흡열 피크의 온도 차이는
반복 측정에 수반되는 오차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베무라페닙 결정다형 1이 다른 결정다형들에
비해 안정한 결정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을 제9호증의 1
판결요지

내지 4에는 DSC 흡열피크가 300℃ 이상에서 나타날 경우 오차범

(청구기각)

위는 ±5℃이고, 300℃ 이하에서의 오차범위는 ±2℃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베무라페닙 결정다형 1과 결정다
형 2의 DSC 흡열피크의 차이 또한 ±2℃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DSC 흡열피크의 온도차이만으로 결정다형 1과 결정다형 2의 안
정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하기 화학식 화합물 I의 결정다형 1로서,
‘프로판-1-설폰산 {3-[5-(4-클로로
-페닐)-lH-피롤로[2,3-b]피리딘-3카보닐]-2,4-디플로로-페닐}-아미드’
를 백색 고체 형태로 얻는 과정이 개시
되어 있다(식별번호 [0437]~[0440] 참
조).
4.7, 9.4, 11.0, 12.5 및 15.4° 위치에서
2θ의 특징적 피크를 갖는 분말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는 것인 결정다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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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은 선행발명에 기재나 암시되지 않는 방법
으로 수득되고, 선행발명에 기재나 암시되지 않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화합물
Ⅰ(프로판-1-술폰산 {3-[5-(4-클로로-페닐)-1H-피롤로[2,3-b]피리딘-3카르보닐]-2,4-디플루오로-페닐 }-아미드, 이하 ‘베무라페닙’이라 한다)의
결정다형 1에 관한 것으로서 결정다형 2에 비해 덜 안정적인 결정다형인바, 통
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결정화 방법으로 용이하게 수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은 선행발명의 결정다형에 비해 각각 10배
및 24배 이상의 매우 우수한 용해도와 생체이용률을 가지는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의 위와 같은 제제학적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

◈ 피고 주장
1.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를 위하여 다형체의 존재를 탐색하고 최적의 다형체를 선
별하는 것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므로 이 사건 출원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화합
물 Ⅰ, 즉 베무라페닙의 다형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
고 있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의 제조과정은 통상의 기술자
가 해당 분야에 이미 잘 알려진 결정화 방법과 용매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화합물 Ⅰ, 즉 베무라페닙의 비정형, 고상 분산
물 또는 염의 형태에 대해서만 안정성 및 용해도 등의 효과가 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의 효과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나타나 있
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출월발명의 결정다형 1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원료 의약품의 결정다형체를 검토하는 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물성 등의 향상된 변화 정도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화합물 Ⅰ, 즉 베무라페닙의 결정다형체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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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상 분산물 또는 고상 분자 복합체
를 제조하기 위하여 화학식 I의 결정다형 1 또는 2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
정 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에 해당하는데, 비
교대상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
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합물 I은 아세톤과
무수 에탄올을 1:1 내지 5:1 부피비로 한 용매로부터 재결정화 하는 과정이 제시되
어 있다(식별번호 [0218] 참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용된 아세톤과 무수 에탄올은
결정다형체를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매 혼합물에 불과하고, 이를 단순히
가열한 후에 냉각함으로써 용매가 증발함에 따라 결정이 석출되어 나타나는 결정화 방
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던 주지관용기술
에 불과하며21), 이로부터 얻어진 결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분말 X-레이 회절 패턴의
피크 회절각(2θ)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특징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양 발명은 모두 화합물 I에 관
한 것으로서 단백질 키나제의 이상 활성을 억제하여 이와 관련된 질환 및 질병을 치
료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효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화학식 I의
비정형, 고상 분산물 또는 염 형태에 대해서만 안정성 및 용해도 등의 효과를 개시할
뿐, 결정다형 1의 효과와 관련된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다형 1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는 이 기술
분야에서 원료 의약품의 결정다형체를 검토하는 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물성 등의
향상된 변화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프로판-1설폰산 {3-[5-(4-클로로-페닐)- lH-피롤로[2,3-b]피리딘-3-카보닐]-2,4-디플로로-페닐}-아미
드의 결정다형체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라 할 것이다.

21) Polymorphism(2006)은 결정다형체에 관한 서적으로, 원료 의약품인 카바마제핀에 50종의 용매를
적용하여, 결정다형체를 얻는 구체적인 과정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고, 결정다형체를 얻기 위하여 증발,
냉각, 침전 등의 다양한 재결정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287면 내지 290면 및 296면 내지 3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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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진보성
을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용매에서 용질의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
의 화학적 구조의 함수이고, 일반적으로 극성 유기화합물은 저분자량 알콜 등과 같은
극성 용매에 녹는 경향이 있으며, (극성이) 유사한 물질들은 (극성이) 유사한 물질을
녹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베무라페닙(앞서 본바와 같이 화합물
의

명칭은

‘프로판-1-술폰산

{3-[5-(4-클로로-페닐)-1H-피롤로[2,3-b]피리딘-3-카르보

닐]-2,4-디플루오로-페닐 }-아미드’이다)은 질소원자(N)를 포함한 피롤로[2,3-b]피리딘(5
원환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피롤과 6원환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피리딘이 융합
된 구조이다) 및 설폰 아미드기[황과 산소원자(O)를 포함하는 설폰기와 질소원자(N)
를 포함하는 아미노기가 연결된 구조이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극성 유기 화합물
쪽에 가까운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바5), ①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을 제5
호증의 표 13-1에 제시된 용매 중 비극성 쪽에 가까운 용매보다는 6단계 이상에 제
시된 극성에 가까운 용매를 사용하여 결정화를 시도하여 볼 것임을 자명한 점, ② 6
단계 이상에 제시된 용매 중 초산은 염기성 화합물인 베무라페닙과 반응하여 염(salt)
또는 기타 불순물 등을 생성8)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점으로 인해 사용
후 제거가 곤란하므로 재결정화 용매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③ 따라
서 을 제5호증의 표 13-1에 제시된 용매 중 극성 용매들을 단독 또는 2종으로 조합
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결정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5호증의 표 13-1을 전제적으로 살펴보면, 2열은 화합물을 구조내에 포함된 기
능기를 중심으로 극성별로 나열했을 때 화합물들의 화학식을 기재한 것이고, 4열은 2
열의 화학식을 가지는 대표적인 용매 화합물을 기재한 것이다. 즉, 위 표는 가장 낮
은 극성을 갖는 ‘R-H'의 화학식을 가진 대표적인 용매 화합물이 ’석유 에테르, 리그
로인, 헥산‘이고, 그 다음 낮은 극성을 갖는 'Ar-H'의 화학식을 가진 대표적인 용매
화합물이 ’톨루엔‘ 또는 ’벤젠‘이라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지, 2열에 제시된 화학식을
가지는 화합물들의 재결정화를 위해 4열에 제시된 용매 화합물을 선택하라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위 표에서 극성이 가장 높은 화합물인 물의 경우 화학식은 ’H-OH'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하면 ‘H-OH'의 화학식을 가지는 화합물의 재결정화를 위해
제시된 용매가 ‘물’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원고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자 위 표에서 가장 마지막 행의 물은 극성이 최대치인 예를 기재한 것으로서 물은
약제학상 활성 화합물이 아니므로 대표적인 용매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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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하나, ‘약제학상 활성 화합물’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실제로 물이 재
결정화에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위 표에 제시된 화학식 이외의 화학식, 즉 설폰아미드기 등을 포함하는 화합물의
경우 위 표에 의하면 선택할 수 있는 용매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베무라페닙 결정다형 1이 선행발명의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
는지 여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결정질 형태에 비해 개선된 수용해도를 갖는 베무라페닙의 비정형 형태
가 결정화 경향을 갖기 때문에 불안정하므로 주로 비정형 형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무라페닙의 용해도 및/또는 생물학적 이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방법 및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온성 중합체인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숙시네이트(이하 ‘HPMC-AS'라 한다)를 포함하는 베무라페
닙의 고상 분자 복합체를 제조하고 분말 X-선 회절 패턴(XRPD)을 분석한 결과 베무
라페닙이 비정형임을 확인하고(실시예 1), HPMC-AS의 비율을 달리하여 고상 분자
복합체를 제조하여 40℃ 및 75%의 상대습도(RH)에서 노출시킨 결과 실시예 1, 2, 6
및 7의 고상 분자 복합체의 경우 1개월 이상 저장 후 안정함을 확인하였으며(문단번
호 [01072]~[0176]), 중합체로서 에드라기트 L100을 사용하여 고상 분자 복합체를 제
조하여 분말 X-선 회절 패턴(XRPD) 및 안정성(40℃/75% RH에서 노출)을 평가한 결
과 실시예 8의 경우 베무라페닙이 비정형 형태로 존재하며 3개월 동안 안정함을 확
인하였다([문단번호 [0177]~[0180]).”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베무라페닙의 생물학적 이용가
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방법 및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한 효과로서 베무라페닙이 비정형 형태로 존재하는 고
상 분자 복합체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베무라페닙의 결정다형 1
이 선행발명의 백색고체 형태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나아가 효과와 관련된
실험방법 및 이에 따른 실험 결과 등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추론할 만한 기재조차도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이와 같은 DSC의 흡열피크의 온도 차이만으
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베무라페닙 결정다형 1이 다른 결정다형들에 비해
덜 안정한 결정형이라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DSC의
흡열 피크의 온도 차이에 관한 기재는 베무라페닙 결정형태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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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융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결정형이 다른 결정형에 비해 덜 안정하
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의 베무라페닙 결정다형 1의 용해도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기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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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허6778 거절결정(특) 2020. 6. 5.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기호성 저염김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127347

2018원3448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
재심사 보정에서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가능한 범위를 위반한
쟁점사항

것이므로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의해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진보성>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3호증: 비교대상발명

보정각하결정
‘거품과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평균 섭씨 95도, 오차범
위 +5도, -5도’에 관한 내용과(식별번호 [0002], [0026],
[0045] 및 청구항 1), ‘오징어, 생선 등을 30초 정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는 내용(식별번호 [0031]), 특허법원의 판결(2016허
311)과 관련된 내용(식별번호 [0011], [0013], [0030]), 그리고
‘질소성분과 수분으로 채소가 부드러워 진다’는 내용(식별번호
[0010], [0015])은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심결요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
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배추 등의 채소 종류에 따라 손질하고 데
치는 조건을 달리한다는 점과, 진공포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채소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에 맞
게 손질을 하고 데치는 온도 및 시간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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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이 없고(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채소를 데치는 물의 온도
나 시간은 모두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김치재료를 보관 또는 유통하기 위해 진공포장
을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일뿐더러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용의 기술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을 단순 설계변경하여 쉽게 도출 가능한 것이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에서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
정된다

보정각하결정
보정된 사항이 주지관용기술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추가하는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최초 명세서 등에는‘끓는 물(평균 섭씨 95도,
오차범위 +4도, -4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끓는 물
의 온도가 평균 섭씨 95도, 오차범위 +5도, -5도’라는 내용은
최초 명세서 등에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보정으로
인하여 김치 재료를 데치는 끓는 물의 온도가 더 증가하거나 감
판결요지

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데쳐진 김치 재료의 풍미, 향

(청구기각)

미, 영양, 식감 등의 작용효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
정사항 1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사
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김치 재료인 배추는 2등분하고 밑동
중앙을 1-2cm 칼집을 내고, 열무, 알타리, 갓류, 파류, 고들빼기
는 적당한 단으로 묶는 데 반해, 선행발명은 배추의 겉임을 떼고 4
분의 1로 등분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
가 배추 등의 채소류를 잘 데치기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손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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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채소의 종류에
따라 물에 데치는 온도 및 시간을 선택하어 적용하는 데 별다른 어
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채
소류를 데치는 물의 온도나 시간이 중복되고, 채소류를 데친 후 바
로 찬물로 헹구어 냉각시키고 탈수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김치 재료를 보관 또는 유통하기 위하
여 비닐봉지 또는 진공포장하는 것 역시 통상의 주지관용기술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
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재심사 단계 전)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재료인 각
종 엽채류 배추, 열무, 알타리,
갓류, 파류, 고들빼기를 알맞게
손질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정 과정
으로 생산하여 단위 별로 비닐
봉지 내지는 진공포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 채소를 80℃ 내지 100℃의 물에 10 내지 120
초간 담가, 채소를 데치는 단계; (b) 상기 데친 채소
를 0℃ 내지 25℃의 물과 혼합하여, 데친 채소를 급
냉하는 단계; 및 (c) 상기 급냉한 데친 채소와 무염
또는 저염의 양념을 혼합하는, 양념 혼합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염 또는 저염 김치의
제조 방법’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무염 또는
저염 김치가 개시되어 있고(청구항 1 및 7 참조),
급냉하는 단계는 채소를 탈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
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020] 참조).

◈ 원고 주장
1. 이 사건 보정은 발명의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발명을 명
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재이므로,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채소를 소금절임하지 않고 끓는 물에 데쳐서 영양이동을 막
고 찬물에 세척하여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수용성 성분의 유실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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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바로 건져 탈수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과는 목적과 과정이 상이하
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보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정된 사항이 주지관용기술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
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
니라면, 이를 추가하는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보정각하결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전반에 대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화하
게 하는 취지의 보정으로 보이는데, 그 중, ‘거품과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
하는 평균 섭씨 95도, 오차범위 +5도, -5도’에 관한 내용과(식별번호 [0002],
[0026], [0045] 및 청구항 1), ‘오징어, 생선 등을 30초 정도 끓는 물에 살짝 데
친다’는 내용(식별번호 [0031]), 특허법원의 판결(2016허311)과 관련된 내용(식
별번호 [0011], [0013], [0030]), 그리고 ‘질소성분과 수분으로 채소가 부드러워
진다’는 내용(식별번호 [0010], [0015])은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
한 근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재심사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보정
각하결정은 적법하고, 아래에서는 재심사 단계 전의 2018. 1. 5. 명세서 등 보정서를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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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배추 등의 채소 종류에 따라 손질하고 데치는 조건을 달리
한다는 점과, 진공포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채소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손질을 하고 데치는 온도 및 시간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채소를 데치는 물의 온도나 시간은 모두 비교
대상발명에 개시된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김치재료를 보관
또는 유통하기 위해 진공포장을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
항일뿐더러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용의 기술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보정각하결정
보정된 사항이 주지관용기술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추가하는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최초 명세서 등에는 ‘끓는 물(평균 섭씨 95도, 오차범위 +4도, -4
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끓는 물의 온도가 평균 섭씨 95도, 오차범위 +5도,
-5도’라는 내용은 최초 명세서 등에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보정으로 인하
여 김치 재료를 데치는 끓는 물의 온도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에 따라 데쳐진 김치 재료의 풍미, 향미, 영양, 식감 등의 작용효과가 달라질 것이므
로, 위와 같은 보정사항 1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 1은 이 사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

진보성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재료인 각종 채소류를
소금절임하는 대신, 끓은 물에 데친 후 찬물로 헹구고 바로 건져 탈수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김치 재료에 관한 것인 점에서 차이가
- 332 -

없고, 선행발명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역시 그러한 방법을 통해 채
소류의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며, 수용성 영양분이 빠져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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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허7733 거절결정(특) 2020. 7. 2.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다수의 클레이드를

발명의 명칭

이용한 백신접종
출원번호

심판번호

2016-7016831

2017원2568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을 제1호증: 비교대상발명 1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2

진보성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
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이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1에
면역화 방법으로 일정한 시차로 H5 인플루인자 A 바이러스의 클레
이드를 달리하여 환자를 면역화하는 구성이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나 부정적 교시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
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심결요지

고, 이로 인해 달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견되지도 않
는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조제는 면역원성 조성물의 효능을 증대시키
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도
백신에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중유 에멀젼으로 스쿠알
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제를 첨가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성 2의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
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을 보조제로 첨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하고, 그
효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 및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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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
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
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면역학적 조성물)에 선행발명 2(프
라임-부스트 백신 요법)를 결합함에 있어 주지관용 기술(수중유
에멀젼을 면역학적 조성물에 첨가하는 것) 역시 쉽게 결합시킬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부스트 면역원
성 조성물의 면역 반응 강화가 아닌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 자체
의 면역 반응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프라임 면역
판결요지

원성 조성물에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를 첨가할 동
기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프라임 면

(청구기각)

역원성 조성물 내 보조제인 수중유 에멀젼이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
물의 신속성과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
이 제공되어야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위 보조제를 첨가할 동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또는 이종 프라임-부스트 백신요법에서
보조제를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첨가하여 향상된 교차-보호적
작용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선행기술문헌들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
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
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
를 면역화하기 위한, H5 인플
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
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
성물로서,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

[비교대상발명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사 입자(VLP) 및 보조제를 포
함하는 백신에 관한 발명으로, 상기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유사 입자(VLP)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H5
및 N1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과 상기 H5 단백질이 헤
마글루티닌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H5가 H5N1 클레이드 1 또는 클레이드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요약, 식별번호 [0298], [0299], 도면 20b 등
참조).

- 335 -

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
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
원성 조성물

[비교대상발명 2]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투
여한 환자에게 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투여한 경
우, 그 면역 반응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면 참조).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은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도가 도출될 만한 어떠한 개시, 동기, 암시
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의 보조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조제와는
달리 함께 투여되는 백신의 효과를 강화할 뿐이지 수년이 지나 투여되는 부스트
백신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2. 선행발명 2는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는 물론이고 보조제를 첨가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보조제 첨가에 따른 상승 작
용을 암시할 만한 교시나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선행발명 2는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가 프라임 백신에 첨가됨에 따라 부스트 백
신에서 현저한 면역 반응 강화 효과가 있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 역시 프라임 백신에서 보조
제로 사용된 수중유 에멀젼이 후속하는 부스트 백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의 프라임
백신에 수중유 보조제를 첨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접근법은 부스트 백신에 대해 신속하
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 및 환자에게 투여된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H5 항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범위까지 면역원성을 제공하는 교차보호 효
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선행발명 1과 2로부터 예측될 수 없는 현저
한 효과이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5 단백질을
포함하는 백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된다.
2. 선행발명 1에는 프라임-부스트 면역화로 교차 반응 또는 교차 보호가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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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조성물
에 대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보조제를 첨가하는 구성도 개시하고 있
으며, 선행발명 2는 프라임-부스트 투여가 면역 효과를 증진시켰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변종이 심해서 매년 다른 종
류의 백신이 접종된다는 것과 면역원성 조성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3.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접근법을 통한 교차 보호 효과와 수중유 에멀젼과 같은
보조제 첨가시 높은 항체 역가, 신속하고 지속적인 면역반응 유도 등은 백신 기
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
술자가 예측 가능하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
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진보성
해당 기술분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변종이 심해서 매년 다른 종류의
백신이 접종된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와 H5 인플루
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의 조합에 따른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
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 1의 면역원성 조성물의 조합과 면역화 순서로서
먼저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
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다.
더구나,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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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이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1에 면역화 방법으로 일정한 시
차로 H5 인플루인자 A 바이러스의 클레이드를 달리하여 환자를 면역화하는 구성이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술적 충돌이나 부정
적 교시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달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조제는 면역원성 조성물의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도 백신에서 면역 반응을 증가
시키기 위해 수중유 에멀젼으로 스쿠알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제를 첨가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성 2의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
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을 보조제로 첨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하고, 그 효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다.
효과와 관련하여, ① 제시된 실험결과는 제1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H5N3 클레이드
0 백신과 제2 백신으로 H5N1 클레이드 1백신의 조합에 대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
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제1 백신으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
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과 제2 백신으로 H5 인플
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 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
성 조성물의 조합과 비교하여 그 면역조성물의 내용과 조합이 확연히 다르고, ② 해
당 기술분야에서 면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과 같은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면역 반응이 증대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며, ③ 상기 표 1에서 보조
제의 사용 유무에 따른 “15일에 HI 역가≥40인 환자의 %”를 측정할 경우 “G1 vs
G2”가 1.5배 수준으로 증대하는 실험결과 값 또한 예측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 더
구나 ④ 면역원 조성물의 내용과 조합이 다른 위 실험결과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면역화 조성물에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면역원성 조성물은 선행발명 1과 달리, H5 인플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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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A 바이러스의 또 다른 클레이드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이하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이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면역원성 조성물을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이라 한다)로 면역화된 환
자를 면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1 및 3 참
조), 위와 같은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이 보조제로 첨가되는 반면
(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4 참조), 선행발명 1에는 위 차이점 1, 2에 대응하
는 구성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에, ‘유행병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 접종(priming)을 하고 특정한
유행병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1회량을 추가로 접종(boosting)하는 전략을 유행병 관
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의 모형화로서 실제 ‘인플루엔자 A/홍콩
/156/1997(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2회량 투여받은 피험자들에게 8년이 지난 후
인플루엔자 A/베트남/1203/2004(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1회량 투여’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1. 나. 선행발명들’ 내용
참조). 따라서 차이점 1에 대응하는 구성, 즉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과 부스트 면역
원성 조성물에 각 포함되는 HA 항원이 서로 다른 클레이드로부터 유래된다는 구성
은 선행발명 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한편,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조제로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의 기술자에게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바, 이는 선행기술문헌들의 각 기재를
통해 자명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사전에 클레이드 0로부터의 백신을 투여받지 않은 환
자군에 비해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의 투여 후 어느 특정 시점에서 9배의 혈청전
환 비율과 및 10배의 역가 달성 비율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2
의 부스트 투여시점인 28일과 유사한 시점, 즉 22일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발
명 2 대비 약 2배 정도 상승되었을 뿐이고(혈청전환 비율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4배, 선행발명 2는 3배이고, 역가 달성 상승 비율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8배,
선행발명 2는 2.9배임), 43일째 측정된 결과 기준으로는 선행발명 2의 효과보다 오히
려 열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해 매우 현저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승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는 MF59가 부여된
백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백신에 비해 향상된 면역 활성을 나타낸다는 점 및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표 1의 실험결과가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뿐만 아
니라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에도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된 결과인 반면, 선행발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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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각 프라임 및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에는 모두 보조제가 첨가되지 않았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젼의 첨가를 용이하게 결합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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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9허8149 거절결정(특) 2020. 5. 7.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망막 변성의 치료 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7008284

2017원5644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7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1호증: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1의 기재로부터 SB623세포가 생체 내에서 노치
신호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임
을 짐작할 수 있고, 노치 신호의 활성화가 AMD의 발명 원인인
CNV의 감소와 항 혈관형성인자 VEGFR1 및 UNC5B의 발현 증가
를 유도하여 AMD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비교대상발
명 2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효과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
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체 내에서 노치 세포 도메인을 발

심결요지

현하여 노치 신호를 활성화하는 SB623세포의 노치 신호 활성화에
의한 AMD에 대한 치료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효과일 뿐, 달리 비교대상발명 1, 2
의 조합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재로부터 예측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선행발명 1에는 ‘SB623 세포에 의해 VEGF를 포함한 11종

판결요지

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 중 VEGF는 혈관 신생을 촉진한

(청구기각)

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0호증, 980면 우측
칼럼, 982면 Table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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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가 선행발명 2와의 결합에 장애가 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은 2010. 3. 26.에 공개된 논문이고, 선행발명
2는 2011. 5.경 공개된

논문인데, 후속 논문인 선행발명 2에는

아래 그림(Figure 9)과 같이 혈관신생에 관련되는 VEGF 경로는
노치 신호와 협력하여 혈관생성을 조정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갑 제11호증 제2877면).

위 그림에는, 노치 신호 경로가 불활성화 상태일 경우, 혈관신
생 촉진 유전자인 VEGFR2를 차단하는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혈관신생 억제 유전자인 VEGFR1을 활성화하는 효과 또한 감소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CNV와 같은 병리적 혈관신생이 촉진되
고(오른쪽

그림),

반면에

노치

신호

경로가

정상일

경우,

VEGFR2는 차단되고 VEGFR1은 활성화되어 혈관생성의 항상성
(homeostasis)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왼쪽 그
림). 그리고 선행발명 2는 Jag 1을 투여하여 노치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면, 혈관생성 촉진 관련 유전자인 VEGFR2 등의 발현
이 감소하고, 혈관생성 억제 관련 유전자인 VEGFR1 등은 그
발현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AMD의 원인인 CNV의 부피가 현저
하게 감소하였다는 실험 결과를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VEGF는
혈관 표피 성장인자로서, 그 분비만으로는 혈관의 생성을 촉진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혈관생성 촉진인자인 VEGFR2
와 결합함으로써 혈관생성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어야 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위 VEGF의 발현 상승만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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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VEGFR2의 발현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노치 신호와 VEGFR1, 2의 상관관계에 관한 후속연구인 선행발
명 2에는 노치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VEGFR2의 발현이 감소하고,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VEGFR1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1의 SB623 세포가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기재만으
로는 혈관 생성이 촉진된다고 예상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는 노치 신호에 관한 후속 논문인 선
행발명 2를 참고할 것이고, 이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
행발명 1에서의 ‘VEGF는 혈관 신생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선행발명 2의 추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혈관생성 촉진인자인
VEGFR2와 결합함으로써 혈관생성 신호 경로가 활성화될 경우에
혈관이 신생이 촉진되는 것’으로 바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위 기재 내용이 선행발명 2와의 결합
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7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약효 유효성분으로 외인성
노치(exogenous Notch)
세포내 도메인을 발현하
도록 조작된 골수 부착
성 줄기 세포(marrow
adherent stem cells:
MASCs)에서 유래된 세
포를 포함하는 망막 변성
(retinal degeneration)
치료용 약제

[비교대상발명 1]
‘SB623 세포는 성체 골수-유래 중간엽 기질 세포(adult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romal cells:
MSCs)에서 수득된 것’, ‘SB623 세포는 골수 부착성 기
질세포와 인간 Notch1 세포내 도메인(Notch1 intracellular
domain : NICD)을 인코딩하는 발현 벡터를 일시적으로 형
질감염시켜 제조된 새로운 인간 MSCs 파생 세포'라고 기재
되어 있다(제973면, 왼쪽 칼럼).

[비교대상발명 2]
잭 1 펩타이드(Jagged 1 peptide, Jag 1)의 투여에 의해
노치 신호 경로(Notch signal pathway)가 활성화되면 혈관
생성억제 관련 유전자인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Vascula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VEGFR)의 발현이 조
절되고, 이에 따라 CNV의 용적이 감소됨에 따라, 노치 신호
경로는 CNV의 핵심적인 조절인자이자 습성 AMD의 치료를
위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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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1에는 SB623 세포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pidermal growth
factor, VEGF)와 같은 혈관신생을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 내지 영양인자가 분
비되어 있다고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AMD가 발생한 망막 세포에
VEGF가 과잉축적되어 있다고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위 세포는 위 AMD
를 치료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
발명 1과 2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없다.
2. 선행발명 2에는 재그드 펩타이드 1(Jagged peptide 1, Jag 1)과 같은 노치 신
호 활성화 리간드를 이용하여 노치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VEGFR1 또는 2와 같은 혈관생성인자들이 조절됨에 따라 CNV를 증상으로 하는
AMD가 치유되는 것이므로, NICD 유전자로 형질감염된 SB623 세포를 사용하
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그 작용 기전이 상이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
행발명 1 및 2로부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
고, 구성 및 효과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행발명 2에는 AMD가 발생한 망막 세포에 VEGF가 과잉
축적되어 있다고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위 세포는 위 AMD를 치료하는데 오
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2를 용이하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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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SB623세포의 망막 변성 치료용 약제’에 관한 것인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에는 ‘SB623세포의 허혈로 유발된 신경세포 손상 복
구 효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망막 변성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
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의약용도로 망막 변성 치료 용
도를 청구하고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에는 Jag1 주입으로 노치 신호가 활성화되어 CNV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AMD는 CNV가 그 원인이므
로, 노치 신호의 활성화는 AMD의 치료를 위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생혈관에 기인한 AMD와 노치 신호의 관련성을 구체
적인 모식도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약, 2877면 및 도 9 참조), 통상의 기술
자는 노치 신호의 활성화가 CNV를 감소시킴으로써 AMD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리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노치 세포내 도메인을 발현하여 노치 신호를 활성화하
는 비교대상발명 1의 SB623세포를 사용하면 망막 변성 질환의 하나인 AMD
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단순
조합에 의해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 1, 2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원고는, 선행발명 1의 SB623 세포는 자체적으로 NICD를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와 같이 노치 신호 활성화를 위한 노치리간드 Jag 1을 투여하
지도 않으므로, 선행발명 1, 2는 서로 상이하여 그 결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모두
NICD가 노치 신호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약리기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공개된 ‘혈관 발생과 생리학에서의 노
치 신호 경로’라는 논문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canonical) 노치 신호 경로의 핵심
요소를 나타낸 그림이 도시되어 있다(을 제2호증 제2710면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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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는, 신호 송신 세포(Signal-sending cell)에서 Jag 1, 2와 같은 Notch
1 내지 4에 결합하는 리간드(내지 사이토카인)를 분비하고 있고, 노치 단백질
(Notch 1 내지 4)은 신호 수신 세포(Signal-receiving cell)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외 도메인과 세포 내 도메인(NICD)로 구성되어 있다. Jag 1이 노치 단백질
의 세포 외 도메인(위 그림에서 보라색 막대 부분)에 결합하게 되면, 노치 단백
질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NICD가 분리된다. 분리된
NICD는 핵(Nucleus) 내부로 이동하게 되고, NICD는 핵내에 DNA의 전사를 활
성화시켜 Hes/Hey와 같은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한다. 즉, 노치 신호 경로 활성
화의 핵심은 NICD가 노치 단백질에서 분리되어 세포 내 핵으로 이동하여 발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 1은 SB623 세포가 NICD를 발현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
하고 있고(갑 제10호증, 제981면 왼쪽 칼럼 제6 내지 11행), 선행발명 2의 NICD
는 세포 외로 분비되어 리간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세포 내 핵으로 이동하
여 노치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키므로, 모두 분리된 NICD에 의하여 노치 신호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 선행발명 1의 SB623 세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Jag 1과 같은 리간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SB623 세포 스스로의 발현을 통해 생성된 NICD가 핵 내
부로 이동하게 되어 노치 신호 경로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
술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SB623 세포를 이식하여 NICD의 발현을 통하여 노
치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선행발명 2에 개시된 AMD의 치료 용도를 쉽
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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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9허8224 거절결정(특) 2020. 7. 24. 선고, 청구인용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121690

2018원2930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

입증방법

18117호)
갑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2(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3407호)
구성요소 2는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포장지 인입기(5)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도입하
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3은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장지 상단에 봉셋을 안착
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입구 컨베이어(2)에 의해 포장
지(B) 위에 육각 성형체(A)를 도달시키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 대상물을 포장지 위로 옮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5는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40)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셋의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45)를

심결요지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포장지로 감싸는 포장지 래핑 단계인데,
이는 종이 기립부(8)를 활용하여 작업자가 포장지로 성형체의 양단
및 전후면을 포장하는 공정을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포장 대상물이 포장지로 감싸지는 과정이 작업자에 의하여 행해진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또한 구성요소 5의 컨베이어 상단의 래
퍼(40) 및 측면 래퍼(45)는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와 기계적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는 장척물의 폭방향
양측면 및 윗면을 골판지로 가리는 절곡장치(18)를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 위치에 조합하여 구성요소 5의 컨베이어 상단에 위
치하는 래퍼(40)을 안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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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단부접기장
치(19) 및 단부권취장치(20)를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의 좌
우 측면에 조합하여 구성요소 5의 측면 래퍼(45)를 안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포장 대상물이 포장
지로 감싸지는 과정이 작업자가 아닌 기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을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5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된다.
선행발명 1, 2에서도 파이프 등 장척물의 포장 공정이 기본적으
로는 기계에 의하여 이루지지고 있고, 물품 포장에 관한 기술분야
에서 포장을 자동화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의 기술요소를 조합하여
위와 같은 효과 내용 정도의 포장 자동화를 이루는 것은 통상의 기
술자에게 별도의 기술적 동기 또는 특별한 기술적 창작성을 요구하
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냉각 인발 봉 포장 방법’에 관
한 발명으로서 그 청구범위에 각 포장의 단계가 ‘컨베이어벨트,
그리퍼, 나이프, 래퍼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이용과정의 수행 주체를 포함하여 각 단계의 연계 제어까지 모
두 기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포장지 인출 단계에서부터 포장체 배출 단계까지의 포장 작업
이 위 출원명세서의 기재 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특이하거나
현저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차이점 1(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은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
는 포장지 롤에서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여 컨베이어
판결요지
(청구인용)

의 봉셋이 안착되는 위치에 펼쳐지도록 한 후 봉셋을 그 포장지 위
에 안착하는데 반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컨베이
어의 하단에 위치하는 포장지 인입기를 통해 인출된 포장지가 컨베
이어의 도입부 인근에 배치되고 그 위에 성형체가 놓인 후 컨베이
어를 구동하여 성형체와 포장지를 함께 이동하여 컨베이어상에 성
형체와 포장지가 배치되도록 하는 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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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1은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잡아 올리는 장치
및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작업자가 중
간 컨베이어(7) 앞에서 수동으로 포장 작업을 하는 기술(식별번호
[0011] 및 도 4 참조)임을 감안하면, 작업자가 손으로 포장지 끝
단을 잡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은 포
장지 인출 및 봉셋 안착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장지 인
출 및 봉셋 안착의 자동화에 필요한 구성인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
장지를 인출하는 방식에 대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
는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1은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
로, 그 장척체 결속물은 주로 육각기둥 모양의 성형체이다. 이는
파이프, 봉 등의 재료와 관련된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이들 재료들
을 육각기둥 형상으로 결속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는 ‘액자재, 새시틀재 등의 장척물을 포장하
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갑 제7호증 식별번호 [0001] 참조), 선행
발명 2의 포장 방법 및 장치는 단면이 4각형인 장척물(A)의 포장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위 선행발명 2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의 구성요소 5의 래퍼, 측면 래퍼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절곡
장치(18), 단부접기장치(19), 단부권취장치(20)는 모두 사각형 단
면을 가지는 장척물(A)의 양 측면, 상면 및 양 단면을 덮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구성은 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장척물의 포장에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19) 및 단부
권장치(20) 등 장척물 포장부의 구성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행발명
1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작업이 가능해진
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
(19) 및 단부권장치(20) 등 장척물 포장부의 구성만으로 따로 떼어
내어 선행발명 1과 결합하더라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를 도출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
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극복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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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선행발명 1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

냉간 인발을 통하여 제조되는 인발 봉

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적재한 봉 셋 개평10-218117호(1998. 8. 18. 공개)
을 포장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에 에 게재된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있어서,

선행발명 1은 크레인을 가능한 한 사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를 이용하여 인출 용하지 않고 결속부터 컨베이어 작업까
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포장지 인출 지 혼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척물의 임시 결속물을 입구

단계;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포장지 상단 컨베이어(2)에서 길이 방향으로 보내어
입구 결속기(4)로 결속하고, 포장지 롤
에 봉 셋을 안착하는 봉 셋 안착 단계;
상기 봉 셋의 길이를 고려하여 포장지 의 포장지를 상방향으로 풀어내어 중간
를 상기 컨베이어 일측에 위치하는 나이 컨베이어의 입구 부근에 도입하며, 임
프를 이용하여 포장지 롤에서 절단하는 시 결속물을 상기 포장지 상에 도달시
켜 포장지를 컨베이어와 결속물로 협지
포장지 절단 단계;
상기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를 하고, 이어서 중간 컨베이어를 구동하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 셋의 길이 여 결속물 전체 아래에 포장지가 깔렸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를 이용하여 을 때 중간 컨베이어를 정지하고 커터
봉 셋의 측면을 포장지로 감싸는 포장지 (6)로 포장지를 절단하며, 그 다음에
결속물을 포장지로 포장한 후 중간 컨

래핑 단계;

포장지로 감싼 봉 셋을 다수의 밴드 결 베이어를 구동하여 보내고, 출구 결속
속기를 이용하여 밴드로 결속하는 밴드 기(9)로 결속해 출구 컨베이어(10)로
송출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

결속 단계;

포장지의 포장이 완료된 봉 셋을 컨베 다(1면 ‘요약’ 부분 참조).
이어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계;

선행발명 2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

봉 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 부착 장치 개2000-313407호(2000. 11. 14. 공
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라벨링 단 개)에 게재된 ‘장척물(長尺物)의 곤포
계; 및

(梱包) 방법 및 곤포 장척물’에 관한
전체 포장이 완료된 봉 셋을 컨베이어 것이다.
에서 배출하는 배출 단계;를 포함하되,
선행발명 2는 장척물을 골판지로 간
상기 밴드 결속 단계는 밴드 결속기로 단하게 곤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결속하고, 컨베이어로 상기 봉 셋을 이송 으로, 골판지(30) 위에 장척물(A)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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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다시 밴드 결속기로 결속하는 것 고, 그 골판지를 접어 구부려 양측면과
을 특징으로 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 윗면에 접하여 각 면을 덮으며, 골판지
법.

장척물의 길이 방향 양단면보다 돌출한
통형상의 부분을 길이 방향에서 복수회
감아 붙여 장척물의 길이 방향 양단면
을 덮어 곤포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
하고 있다(1면 ‘요약’ 부분 참조).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포장지 래핑 단계에서 래퍼와 측면 래퍼를 이용하여 두 단
위 공정]으로 구분하여 자동화한 점, 컨베이어, 그리퍼, 이송수단, 나이프, 래퍼,
측면 래퍼, 밴드 결속기 및 라벨 부착 장치 등과 같이 자동화 장치를 채용하여
진행되는 점 등에서 선행발명들의 구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또한 전체 포장 공
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효과가 현저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
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
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즉 선행발명 1, 2 모두 장척물의 포장에서 사람의 관여를 가능한 배제하고 자
동화하여 작업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포장 작업의
자동화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이자 발전 경향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
명의 목적은 선행발명 1, 2에 비해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구성요소 2의 포장지 인출 단계, 구성
요소 5의 포장지 래핑 단계, 구성요소 6, 10의 밴드 결속 단계, 구성요소 8의
라벨링 단계)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 내지 선행발명 2
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는 포장작업의 효율화 및 자
동화인데, 포장작업의 효율화는 선행발명 1, 2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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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하면 전체 포장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자명하므로, 청구항
1의 효과는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 검토 의견
최근 들어 법원은 기계장치 관련 발명에 대해 복수의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진보
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TSM 수준의 기재를, 그리고 결합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엄
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 판결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시켜 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원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기술적 과제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패키징 특성 향상과 포장 자동화를 위한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단락 [0010]),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
는 포장물을 옮기는 크레인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장척
체 결속물의 포장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단락 [0003]), 선행발명 2의 기술
적 과제는 장척물을 골판지로 간단하게 꾸리는 포장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단락 [0006], 1면 ‘요약’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냉간 인발 봉 또는 장척체의 포장을
사람의 작업 공수를 줄이고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행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냉간 인발을 통하여 제조되는 인발

- 파이프 다발 등 장척체(長尺体)를

봉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적재한

포장하는 방법(단락 [000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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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셋을 포장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에 있어서,

2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

- 중간 컨베이어(7) 측면에 위치하

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20)를 이

는 포장지 롤(R)에 권취된 포장지(B)

용하여 인출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

를 포장지 인입기(5)를 이용하여 인

는 포장지 인출 단계;

출하여 중간 컨베이어의 입구에 도입
하는 포장지 도입 공정(단락 [0008],
도 2).

3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포장지 상

- 입구 컨베이어(2)에 의해 중간 컨

단에 봉셋을 안착하는 봉셋 안착 단

베이어(7) 상의 포장지(B) 위에 육각

계;

성형체(A)를

도달시키는

공정(단락

[0011])

4

5

상기 봉셋의 길이를 고려하여 포장지

- 성형체(A)와 포장지(B)가 일정 길

를 상기 컨베이어 일측에 위치하는

이 이동 후에 커터(6)로 포장지를 포

나이프(50)를 이용하여 포장지 롤에

장지 롤(R)에서 자동 절단하는 공정

서 절단하는 포장지 절단 단계;

(단락 [0008], [0011]).

상기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

- 중간 컨베이어(7)의 측방에 설치

(40)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

되는 테이블(8a)을 포함하는 종이

셋의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기립부(8)를 활용하여 작업자가 포

래퍼(45)를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장지로 성형체의 양단 및 전후면을

포장지로 감싸는 포장지 래핑 단계;

포장하는

공정(단락

[0009],

[0011], 도 4).

6

포장지로 감싼 봉셋을 다수의 밴드

- 포장체를 출구 결속기(9)에서 끈

결속기(60)를 이용하여 밴드로 결속

으로 결속하는 공정(단락 [0012]).

하는 밴드 결속 단계;

7

8

포장지의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

- 끈으로 결속된 포장체를 출구 컨

이어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

베이어(10)를 거쳐 배출컨베이어(12)

계;

로 이송하는 공정(단락 [0012]).

봉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 부착 장

- (대응 구성 없음)

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라벨
링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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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전체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이어

- 끈으로 결속된 포장체를 출구컨베

에서 배출하는 배출 단계;를 포함하

이어(12)에서

되,

[0012])

상기 밴드 결속 단계는 밴드 결속기

- 포장체를 출구 결속기(9)에서 끈

로 결속하고, 컨베이어로 상기 봉셋

으로 결속하는 공정(단락 [0012]).

을 이송한 후, 다시 밴드 결속기로

-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방법

배출하는

공정(단락

결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인발 봉의 봉셋을 포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선행발명
1의 파이프 다발 등 장척체를 포장하는 방법과 구성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나아가 이들 발명은 선행발명 2의 창분 새시 등의 장척물을 곤포하는 방법(단락
[0001])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내지 4
구성요소 2는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포장지 인입기(5)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도입하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지
를 인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3은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장지 상단에 봉셋을 안착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입구 컨베이어(2)에 의해 포장지(B) 위에 육각 성형체(A)를 도달시키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 대상물을 포장지 위로 옮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4는 나이프(50)을 이용하여 포장지를 적절한 길이로 절단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커터(6)에 의해 포장지를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공정과 기계를 이
용하여 포장지를 포장물의 길이에 맞게 절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40)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
를 봉셋의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45)를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포장지
로 감싸는 포장지 래핑 단계인데, 이는 종이 기립부(8)를 활용하여 작업자가 포장지
로 성형체의 양단 및 전후면을 포장하는 공정을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포장 대상물이 포장지로 감싸지는 과정이 작업자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
가 나고, 또한 구성요소 5의 컨베이어 상단의 래퍼(40) 및 측면 래퍼(45)는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와 기계적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한편 차이점 1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2에는 “제1 반송로(10)에 병행하여 장척물 포
장부인 제2 반송로(17)가 설치되고, 거기에는 복수의 절곡장치(18), 한 쌍의 단부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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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19) 및 한 쌍의 단부권취장치(20)가 구비된다”(단락 [0017], 도 2)라는 기술내용
과 “절곡장치(18)에 의해서 장척물의 폭방향 양측면 및 윗면을 골판지로 가리고, 단
부접기장치(19) 및 단부권취장치(20)에 의해서 장척물의 길이방향 양쪽 단부를 골판
지로 가린다”(단락 [0028] 내지 [0034], 도 8 내지 15)라는 기술내용이 나타나 있다.
검토하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는 장척물의 폭방향 양측면
및 윗면을 골판지로 가리는 절곡장치(18)를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 위치에 조
합하여 구성요소 5의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40)을 안출하는 데 기술적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선행발명 2에 절곡장치(18)의 구체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구성요소 5에서 래퍼(40)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나타
나 있는 단부접기장치(19) 및 단부권취장치(20)를 선행발명 1의 종이 기립부(8)의 좌
우 측면에 조합하여 구성요소 5의 측면 래퍼(45)를 안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포장 대상물이 포장지로 감싸지는 과정이 작업자가 아닌
기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을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차이
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5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
하게 도출된다.
라) 구성요소 6, 7
구성요소 6은 다수의 밴드 결속기(60)를 이용하여 포장된 봉셋을 밴드로 결속
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출구 결속기(9)에 의해 포장체를 끝으로 결속하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체를 결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7은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이송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출구 컨베이어(10)를 이용하여 포장체를 이송하는 공정과 기계를 이용
하여 포장체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구성요소 8
구성요소 8은 봉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인데, 선행발명 1,
2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술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살피건대, 심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품의 포장이 완료된 후 그 포장체에 라벨
부착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공개특허공보
제1999-8587호의 라벨부착장치(90) 관련 기술내용 참조).
그렇다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부가
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구성요소 8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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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성요소 9
구성요소 9는 포장된 봉셋을 배출하는 단계인데, 이는 선행발명 1의 포장체를
배출하는 공정과 동일하다.
사) 구성요소 10
구성요소 10은 밴드 결속 단계를 결속, 이송 및 결속의 과정을 거쳐서 행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 1에서 포장체를 단순히 결속하는 점과 차이가 난다(이하 ‘차
이점 3’이라 한다). 한편 구성요소 10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이하
‘출원명세서’라 한다)에 “밴드 결속 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속과 이송을 조합하여 다
수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단락 [0054])로 그 기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물품 포장 시 결속 부분이 많을 경우에 결속과 이송이 구분되어 진행되
거나 또한 반복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기술구성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통상적 기술구성을 단순히 부
가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구성요소 10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
아) 발명의 효과에 대한 검토
출원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도 봉셋의 포장 작업 전체를 자동화하는 점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
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은 생산되는 다수의 봉을 하나의 셋으
로 하는 봉셋을 공급하면, 포장지가 상기 봉셋을 감싸고, 밴드로 결속하고, 라벨
을 부착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 봉셋의 크기에 따라 연동 가능하여 효
율적으로 냉간 인발 봉을 포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공정을 자동화하
는 경우, 전체 포장 작업을 자동화하여 포장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단락 [0015]).

검토하건대, 선행발명 1, 2에서도 파이프 등 장척물의 포장 공정이 기본적으로는
기계에 의하여 이루지지고 있고, 물품 포장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포장을 자동화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2의
기술요소를 조합하여 위와 같은 효과 내용 정도의 포장 자동화를 이루는 것은 통상
의 기술자에게 별도의 기술적 동기 또는 특별한 기술적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냉각 인발 봉 포장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청
구범위에 각 포장의 단계가 ‘컨베이어벨트, 그리퍼, 나이프, 래퍼 등을 이용’하는 것
으로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이용과정의 수행 주체를 포함하여 각 단계의 연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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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모두 기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포장
지 인출 단계에서부터 포장체 배출 단계까지의 포장 작업이 위 출원명세서의 기재
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특이하거나 현저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대비 결과
이상 대비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기계공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봉재,
관재 등의 포장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3년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행발명 1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냉간 인발을 통하여 제조되는 인발

[0001] 본 발명은 장척체 결속물의

봉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적재

포장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한 봉셋을 포장하는 냉간 인발 봉

[0002] 종래 파이프를 결속한 후의

포장 방법에 있어서,

포장은 인력과 크레인에 의한 작업
이었다. 즉, 파이프의 다발을 육각기

1

둥 모양으로 밴드로 결속한 것(성형
파이프)에 종이 포장을 할 경우, 성
형 파이프를 포장지를 펼친 위에 크
레인으로 올려 다인원으로 포장 작
업을 하고 있었다.

2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0008] 전기 입구 결속기 4와 전기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를 이

중간 컨베이어 7 사이에 포장지 인

용하여 인출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

입기 5가 설치된다. 해당 포장지 인

- 357 -

는 포장지 인출 단계;

입기는 상방향으로 개구된 상체 5a
의 하면에 차량이 장착되고 상체 내
의 포장지 B의 롤 R이 그 중심 축선
을 수평으로 수용되고, 포장지에서
풀리는 끝단은 위로 오르고, 상체 5a
에 입설된 포스트 5b에 지지된 가이
드 롤 5c의 위쪽을 넘어 전기 중간
컨베이어 7의 입구 부근에 도입된다.
가이드 롤 5c의 상면은 통과하는 성
형물 A의 하면보다 살짝 낮게 배치
된다. (도 2 참조)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포장지

[0011] 육각 성형기 M으로 성형된

상단에 봉셋을 안착하는 봉셋 안착

장척체 파이프(가결속된 것)를 도입

단계;

컨베이어 1에서 입구 컨베이어 2에
도입한다. 다음에 육각 성형체 A를
입구 컨베이어 2에서 길이 방향으로
이송하고 입구 결속기 4로 결속하고
중간 컨베이어 7 상의 포장지 B 위
에 도달시킨다. 이때 포장지 B는 컨

3

베이어 7과 성형체 A사이에 낀 상태
로 유지된다. 중간 컨베이어 7을 수
동으로 구동하고 성형체 A와 포장지
B가 같은 속도로 옮겨진 뒤 성형체
A 전체의 밑에 포장지 B가 깔리면서
주름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길이 이동
후에 정지시킨다.

4

상기 봉셋의 길이를 고려하여 포장

다음에 커터 6에서 포장지 B를 자동

지를 상기 컨베이어 일측에 위치하

절단한다(식별번호 [0011]).

는 나이프를 이용하여 포장지 롤에
서 절단하는 포장지 절단 단계;

5

상기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

다음에 테이블 8a를 기립시키고 이로

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셋의

인해 앞쪽 작업자가 포장지 끝을 잡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를

기가 쉬워진다. 이것에 의해 양 끝 전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포장지로 감

후면 모두 손이 닿는 범위가 되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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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 포장지 래핑 단계;

업자가 한사람이라도 부드럽게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1]).

6

7

포장지로 감싼 봉셋을 다수의 밴드

[0012] 그 뒤 중간 컨베이어 7을 구

결속기를 이용하여 밴드로 결속하는

동하고 포장체를 출구 결속기 9에서

밴드 결속 단계;

끈으로 결속하고 출구 컨베이어 10,

포장지의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

배출 컨베이어 12를 거쳐서 배출한

이어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이송 단계;

다.

봉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 부착 장
8

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라벨

-

링 단계; 및
전체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이어
9

에서 배출하는 배출 단계;를 포함하
되,

배출 컨베이어 12를 거쳐서 배출한다
(식별번호 [0012]).

상기 밴드 결속 단계는 밴드 결속기
로 결속하고, 컨베이어로 상기 봉셋을
10

이송한 후, 다시 밴드 결속기로 결속

-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방법.
[도 2] 포장지 인출 단계

[도 1] 평면도

[도 2] 정면도
대표
도면
[도 6] 포장지 래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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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전제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봉셋(파이프
등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점에 관하여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3 부분(포장지 인출 및 봉셋 안착 단계)
(1)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은 컨베이어(1)의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2)를 그리퍼(2)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봉셋이 안착되는 컨베이어(10)의
상면에 포장지를 배치한 후 포장지 상단에 봉셋(1)을 안착하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
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포장지 인입기(5)를 통해 포장지를 중간 컨베이어(7)의 입
구 부근에 도입하고 그 위에 성형체(A)가 놓이도록 한 후 컨베이어를 수동으로 구
동하여 성형체(A)와 그 밑에 깔려있는 포장지가 같은 속도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컨베이어상에 성형체(A) 및 포장지가 배치되도록 하는 구성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포장지를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구성은 봉셋을 감쌀
수 있는 길이로 컨베이어상에 펼쳐지는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는 위 구성에 관하여 청구범위에는 ‘포장지를 컨베이어에 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1과 같이 포장지가 컨베이어의 입구 부분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포장지를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
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은 포장지가 컨베이어의 봉셋이 안착
되는 부분 전체에 펼쳐지도록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성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장지가 컨베이어의 도입부 인근에 배치되는 구성’을 구성요소 2의 ‘포장지가
컨베이어에 배치’되는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는 ‘봉셋의 길이를 고려하여 포장지를 컨베이어
일측에 위치하는 나이프를 이용하여 포장지 롤에서 절단’하는 구성이고, 구성요소 5
는 ‘컨베이어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장지를 봉셋의 길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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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싸는 구성’, 구성요소 7은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이송’
하는 구성, 구성요소 9는 ‘포장이 완료된 봉셋을 컨베어에서 배출’하는 구성을 각 포
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항 1의 각 청구범위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항 1은
구성요소 2의 포장지를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단계 이후의 각 봉셋 포장에 필요한 단
계, 즉 봉셋 안착, 포장지 절단, 래핑, 밴드 결속, 포장물 이송, 라벨링, 배출 등을 모
두 컨베이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컨베이어상에서 봉
셋 안착, 절단, 래핑, 밴드 결속, 포장물 이송, 라벨링, 배출 등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컨베이어 상면의 봉셋이 안착되어 절단, 래핑 등의 각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
는 부위에 포장지가 펼쳐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또한 포장지 인출 단계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서(을 제1호증)는 아
래와 같이 ‘포장지는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0022】 포장지 인출 단계(S1)
【0025】 먼저, 상기 포장지 인출 단계(S1)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컨베이어(10) 일측에 형성된 그리퍼(20)가 텔레스코픽 형태의 실린더에 의하여 우측
으로 이송한 후, 포장지 롤(30) 끝단에 배치되는 포장지(2)를 그립한 후, 좌측으로 이
송하여 포장지(2)를 인출한다. 이때 상기 컨베이어(10) 상단에는 포장지(2)의 래핑을
위한 래퍼(40)가 위치하여 포장지(2)의 단면이 굴곡진 형태로 가이드한다.
【0026】 따라서 상기 포장지(2)는 단면이 원호 형태로 형성되며,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된다.
【0030】 봉셋 안착 단계(S2)
【0032】 상기 포장지 인출 단계(S1)를 통하여 인출된 포장지(2) 상단에 봉셋(1)을 안
착하는 봉셋 안착 단계(S2)가 수행된다.
【0034】 상기 봉셋(1)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레인 등 별도의 이송 수단을 통
하여 상기 포장지(2) 상단에 안착된다.

(다) 나아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는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구성이
다. 즉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는 컨베이어의 측면에 위치하므로 이미 컨베이어의
입구 부분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컨베이어의 입구 부분(측면)에 위치
해 있는 포장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그리퍼를 이용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것은
컨베이어의 입구 부근에 위치한 포장지를 컨베이어의 상면에 길이 방향으로 펼쳐지
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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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포장지를
인출하고 봉셋(성형체)를 포장지 윗면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은 컨베이어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에서 그
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여 컨베이어의 봉셋이 안착되는 위치에 펼쳐지도록
한 후 봉셋을 그 포장지 위에 안착하는데 반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
은 컨베이어의 하단에 위치하는 포장지 인입기를 통해 인출된 포장지가 컨베이어의
도입부 인근에 배치되고 그 위에 성형체가 놓인 후 컨베이어를 구동하여 성형체와
포장지를 함께 이동하여 컨베이어상에 성형체와 포장지가 배치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4 부분(포장지 절단 단계)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컨베이어(중간 컨베이어)의
일측에 위치하는 나이프(커터)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절단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
라) 구성요소 5 부분(포장지 래핑 단계)
구성요소 5는 ‘컨베이어(10) 상단에 위치하는 래퍼(40)를 구동하여 절단된 포
장지를 봉셋의 길이 방향으로 감싼 후, 측면 래퍼(45)를 이용하여 봉셋의 측면을 포
장지로 감싸는 것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작업자가 테이블(8a)을 기립시켜 수작업
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마) 구성요소 6, 10 부분(밴드 결속 단계)
구성요소 6, 10은 포장지로 감싼 봉셋을 다수의 밴드 결속기를 이용하여 밴드
로 결속하되, 밴드 결속기로 결속하고, 컨베이어로 상기 봉셋을 이송한 후, 다시 밴드
결속기로 결속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포장체를 출
구 결속기(9)를 이용하여 끈으로 결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
점 3’이라 한다).
바) 구성요소 7, 9 부분(이송, 배출 단계)
구성요소 7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포장이 완료된 봉셋(성형
체)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이송 및 배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사) 구성요소 8 부분(라벨링 단계)
구성요소 8은 봉셋을 감싼 포장지에 라벨 부착 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 3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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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
렵다.
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그리퍼(20)는 컨베이어의 측면에 위치하는 포장지 롤(30)에 권취된 포장지(2)를
잡아 포장지를 컨베이어(10) 상면으로 인출하는 장치이다.
【0025】 먼저, 상기 포장지 인출 단계(S1)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컨베이어(10) 일측에 형성된 그리퍼(20)가 텔레스코픽22) 형태의 실린더에 의하여 우
측으로 이송한 후, 포장지 롤(30) 끝단에 배치되는 포장지(2)를 그립한 후, 좌측으로
이송하여 포장지(2)를 인출한다. 이때 상기 컨베이어(10) 상단에는 포장지(2)의 래핑
을 위한 래퍼(40)가 위치하여 포장지(2)의 단면이 굴곡진 형태로 가이드한다.
【0026】 따라서 상기 포장지(2)는 단면이 원호 형태로 형성되며, 길이 방향으로 길게
배치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냉간 인발 봉 포장 작업의 문제점
(품질이 일정하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패키징 특성이 향상되고 자동화된 포장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09], [0010] 참조), 전체 포장
작업을 자동화하여 포장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데(식별번호
[0015] 참조), 구성요소 2의 그리퍼는 포장지를 인출하여 컨베이어의 상면에 펼치는
작업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포장지 인입기(5)와 관련하여 ‘포장지 롤에서 풀리는
포장지 끝단은 위로 오르고, 상체(5a)에
입설된 포스트(5b)에 지지된 가이드 롤
(5c)의 위쪽을 넘어 전기 중간 컨베이어
(7)의 입구 부근에 도입된다.’고 하고 있
을 뿐(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08]), 포장
지 롤에 권취된 포장지를 잡아 올리는
장치 및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

[선행발명 1의 도2]
작업자가 중간 컨베이어(7) 앞에서 수동으로 포장 작업을 하는 기술(식별번호 [0011]
무런 설명이 없다. 다만, 선행발명 1은

및 도 4 참조)임을 감안하면, 작업자가 손으로 포장지 끝단을 잡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telescopic: “(일부분을 겹치게 해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네이버 영어사전, 옥스퍼드 영한사전).

- 363 -

라)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은 포장지 인출 및 봉셋 안착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장지 인출 및 봉셋 안착의 자동화에 필요한 구성인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
지를 인출하는 방식에 대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항 1은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컨베이어상의 봉셋 안착 위치
에 포장지를 배치하고 그 위에 봉셋을 안착시킴으로써 포장지 인출 및 봉셋 안착 단
계를 자동화할 수 있고 포장지가 구겨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봉셋의 아랫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중간 컨베이어의 도입부 인근
에 배치된 포장지 상단에 성형체를 놓은 후 수동으로 중간 컨베이어를 구동하여 성형
체와 포장지가 같은 속도로 이송되도록 하여 컨베이어의 상에 봉셋과 포장지가 배치
되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성형체와 포장지가 함께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구겨질
우려가 있고 포장지의 인출 및 성형체 및 포장지를 이송하여 컨베이어에 배치하는 작
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항 1의 그리퍼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는 구성
에 따른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바)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 봉, 장척체 등의 포장 장치 분야에서 그리
퍼를 사용하여 포장지를 인출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포장기술 분야에서 그리퍼를 사용하
여 포장재를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는 기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주지관용기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은 전구, 병, 유리 그릇, 리넨(line), 책 등 불규칙
한 물건들을 잡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퍼에 기계 시력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기술에 관한 것이고(갑 제5호증 1면 세 번째 단락 참조), 을 제6, 7호증은 병
다발, 캔 등의 포장과 관련된 기술로서 봉, 장척체 등의 포장에 관한 기술도 아니다.
또한 봉, 장척체 등과는 다른 종류의 물품의 포장에 그리퍼가 사용된다는 사정만으
로 통상의 기술자가 장척체의 포장 기술에 이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은 포장지 인출 및 봉셋 안
착 등의 구성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그리퍼를 사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포장
지 인출, 봉셋 안착, 포장 등의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그리퍼를 도
입하여 포장지를 인출할 필요성도 매우 낮다. 이와 같은 양 발명의 구성과 방식의 차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의 포장지 인출에 그리퍼를 도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2) 차이점 2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
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선행발명 2에는 포장지 래핑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절곡장치(1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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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장척물(A)의 양측면 및 상면을 골판지(30)로 덮고, 단부접기장치(19)와 단부
권치장치(20)를 이용해 골판지(30)의 길이 방향 양단을 여러 번 감아 장척물(A) 길이
방향 양 단면을 덮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7호증 식별번호 [0029] 내지 [0033]
참조),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는 청구항 1의 래퍼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단부
접기장치(19) 및 단부권취장치(20)는 청구항 1의 측면 래퍼에 대응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0017] 도 1은 장척물 포장 장치의 개략 정면도, 도 2는 장척물 포장 장치의 개략
평면도면이다. 제1 반송로 10의 반송 방향 양측으로 롤상 골판지 지지기 11, 골판지
송부기 12, 절단기 13, 주름화기 14, 단부 주름화기 15, 단부 프레스기 16이 각각 설
치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골판지 가공부를 형성하고 있다. 상기 제1 반송로 10과
병행으로 제2 반송로 17이 설치되어 있다. 이 제2 반송로 17의 제1 반송로 10과 인
접한 일측부에는 복수의 절곡장치 18이 이송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제2 반송로 17의 타측부에는 한 쌍의 단부접기장치 19와 한 쌍의 단부권치장
치 20이 이송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장척물 포
장부를 형성하고 있다.

[도 1] 정면도

[도 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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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전술한 상태에서 절곡장치 18에 의해서 골판지 30의 폭 방향 양쪽부를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안쪽 주름 33에서 위쪽으로 각각 구부리고, 장척물 A
의 폭 방향 양쪽 측면에 접하고 두 측면을 덮는다. 이후에 골판지 30의 폭 방향 양
측부를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바깥쪽 주름 34에서 옆으로 각각 구부리
고 장척물 A의 윗면에 접하게 되면, 함께 폭 방향의 일측부와 타측부를 포개고 상면
을 덮는다. 그리고 골판지 30의 폭 방향의 일측부와 타측부의 중첩부를 고착한다.
예를 들면 테이프 36을 붙여 고착한다. 고착하려면 접착제, 핫멜트, 결속밴드 등을
이용해도 좋다.

[도 9]

[도 10]

[0030] 이에 의해서 장척물 A는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면, 양측면, 상면이 골
판지 30으로 뒤덮인다. 이 골판지 30의 길이 방향 양단 부분은 장척물 A의 길이 방
향 양쪽 면보다 돌출되고 그 돌출된 부분은 단면이 장방형인 원통상이다.
[0031] 하면과 양측면과 상면을 골판지 30으로 덮은 장척물 A를 제2 반송로의 타측
부로 향하게 반송하고, 일방의 단부접기장치 19에 위치 맞춘다. 단부접기장치 19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왕복 운동 하는 한 쌍의 굽힘용 플레이트
19a와 상하이동하는 하굽힘 부재 19b 상굽힘 부재 19c을 갖추고 그 굽힘용 플레이
트 19a를 골판지 30의 끝 주름 35의 직선부 35a에 억눌러서 수평 글자 U 모양으로
구부리고 하굽힘 부재 19b를 위쪽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상굽힘 부재 19c를 하향으
로 이동하고 도 12와 같이 골판지 30의 장척물 A의 길이 방향 양쪽 면에서 돌출한
부분의 양쪽 종면을 끝 주름 35에 따라서 수평 글자 모양 V로 구부리고 골판지 30
의 장척물 A의 길이 방향 양쪽 면에서 돌출한 부분을 편평한 형상으로 한다. 이때
골판지 30의 길이 방향 양쪽 끝 부분은 파괴되어 구부리기 용이하다.
[0032] 더욱더 제2 반송로 17의 타측부를 향해서 이송하여 단부권취장치 20에 위치
한다. 이 단부권취장치 20은 도 12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왕복 운동함과 동시에 회
전 운동하는 한 쌍의 파지편 20a를 갖추고 있다. 전기 한 쌍의 파지편 20a에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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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 30의 길이 방향 일단 부분을 상하 방향으로 견지하고 회전시키는 것으로 도
13과 같이 골판지 30의 길이 방향 일단 부분을 길이 방향에 여러 번 감고 장척물 A
의 길이 방향 한 단면을 덮는다. 그리고 감은 부분이 되감기지 않도록 고착한다. 예
를 들면 테이프 36을 붙인다. 이 골판지 30의 말린 부분은 파괴되어 있으므로 쉽게
말 수 있다.
[0033] 이 뒤에 제2 반송로 17의 일측부를 향해서 이송하고 다른 쪽의 단부접기장
치 19, 단부권취장치 20으로 골판지 30의 길이 방향 타단 부분을 전술과 마찬가지
로 접어 구부려 감아 테이프 36으로 고착한다.
도 11 골판지가 장척물의 길이 방향
단면으로부터 돌출한 부분의 사시도

도 12 골판지가 돌출한 부분을 접어
구부려 평평한 형상으로 한 상태의
사시도

도 14 포장 상태 사시도

나) 선행발명 1은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파이프의
다발을 육각기둥 모양으로 밴드를 결속한 것(성형 파이프)’의 포장 방법에 관한 종래
의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고(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0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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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0003]), 선행발명 1의 실시예 역시 육각기둥 모양의 성형체의 포장방법에 관한 것
으로(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06] 내지 [0012], 도 1 내지 도 5 참조), 선행발명 1의 장
척체 결속물은 주로 육각기둥 모양의 성형체이다. 이는 파이프, 봉 등의 재료와 관련
된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이들 재료들을 육각기둥 형상으로 결속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는 ‘액자재, 새시틀재 등의 장척물을 포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
으로(갑 제7호증 식별번호 [0001] 참조), 선행발명 2의 포장 방법 및 장치는 단면이 4
각형인 장척물(A)의 포장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위 선행발명 2의 기재에 의하면 청
구항 1의 구성요소 5의 래퍼, 측면 래퍼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
접기장치(19), 단부권취장치(20)는 모두 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장척물(A)의 양 측면,
상면 및 양 단면을 덮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
행발명 2의 구성은 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장척물의 포장에만 이용 가능하다.
다) 또한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19) 및 단부권치장치(20)는 한
쌍의 안쪽 주름(33), 한 쌍의 바깥쪽 주름(34) 및 Y자 모양의 끝 주름(35)을 각각 가지
고, 길이 방향 양쪽 끝 부분이 각각 파괴되어 있는 형태로 미리 가공된 골판지(30)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장치이므로(갑 제7호증 식별번호 [0021] 내지
[0028], 도 7, 8 참조), 위 각 장치들을 사용하여 포장지 래핑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골판지(포장지)의 가공에 필요한 주름화기(14), 단부 주름화기(15), 단부
프레스기(16) 등의 장치로 구성된 골판지 가공부가 추가로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19) 및 단부권장치(20) 등 장척물 포장부의
구성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행발명 1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 작
업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없다.
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육각형의 단면을 갖는 장척체 성형물을 포장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1에, 사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액자재, 새시틀재
등의 장척물 포장에만 사용 가능한 장치인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
(19) 및 단부권치장치(20)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절곡장치(18), 단부접기장치(19) 및 단부권장치(20) 등 장
척물 포장부의 구성만으로 따로 떼어내어 선행발명 1과 결합하더라도 청구항 1의 구
성요소 5를 도출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차이점 3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 10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이 가능하다.
가) 청구항 1의 밴드 결속기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출구 결속기(9)는 중간 컨
베이어(7) 출구 부근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10], 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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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행발명 1은 길이가 긴 장척체 결속물의 포장에 관한 기술이므로 이를 전체
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성형체(A)를 출구 부근의 출구 결속기에서 결속한 후 일정
길이 이송한 후 다시 결속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
행발명 1에는 성형체를 결속하고 이송한 후 다시 결속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선행발명 1은 성형체의 결속 장치가 1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결속 장치를 가지는 청구항 1과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길이
가 긴 성형체를 수회 결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속에 필요한 시간 등을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결속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성형체의 길이, 포장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
4) 차이점 4의 경우
차이점 4는 선행발명 1에 라벨 부착 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장척체, 봉셋 등을 비롯한 각종 상품의 포장 분야에서
포장지 위에 라벨 부착 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인 라벨 부착 장치를 이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차이점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구항 1은 각 포장 단계가 ‘컨베이어 벨트, 그리퍼, 나이프, 래퍼 등을 이
용’하는 것으로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각 단계의 수행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단계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자동 제어되어 움직인다고 볼 만한 구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장 작업의 자동화라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냉
간 인발 봉의 포장 자동화’로 명시하고 있고(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10]), ‘봉셋을 공
급하면 포장지가 상기 봉셋을 감싸고 밴드를 결속하며 라벨을 부착하는 절차가 순차
적으로 수행되어 봉셋의 크기에 따라 연동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냉간 인발 봉의 포장
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공정을 자동화하는 경우 전체 포장작업을 자동화하여 포
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0015].
2) 또한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들은 모두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
여 수행이 가능한 구성들이고, 청구항 1의 각 포장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이
를 구현한 장치(을 제1호증의 식별번호 [0020] 내지 [0075], 도 2 내지 도 8), 청구항 1
의 각 구성요소가 구현된 포장 시스템에 관한 동영상(참고자료 1)에 의하면 청구항 1
에 의하여 냉간 인발 봉의 포장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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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청구항 1의 구성에 의하여 냉간 인발 봉의 포장 작업을 인간의 수작
업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기계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
상 단지 청구범위에 포장 작업의 각 개별 단계의 수행 주체를 자동화 기기에 의한 것
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자동화를 위한 제어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
으로 청구항 1의 포장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극
복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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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허8941 거절결정(특) 2020. 7. 10.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관련사건

산양산삼 보호대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0087801

2019원1588

<진보성>
쟁점사항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말미가 서술형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요건 위배 여부

입증방법

해당없음
가.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재심사 보정에 대해 살펴보건대, 발명의 설명 및 청구
항 1의 기재 중, 보정에 의해 변경된 구조물의 가장자리 구멍의 간
격 ‘5cm’는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통
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구조물 가장자리 구멍의 간격을 변경하는 보정에
의해 청구범위가 감축된다 할 수 없고, 보정 전의 구조물 가장자리
구멍의 간격이 3cm라는 기재내용은 그 자체로서 명확하며 잘못 기

심결요지

재된 사항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보정은 특허법 제47
조 제3항의 각호에 규정된,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 가능한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재심사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
2항 및 제3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원결정에서 심사관은, 청구항의 말미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물품에 관한
것인지 방법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청구항 1에는 “원형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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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구조의 1. 중앙에 지름 2cm의 홀(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5mm 폭의 직선 형상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구조(원형) 전체에 홀(구멍)을 두는 구조
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조물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그러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청구항 2 및 3 또한 마찬
가지 이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청구항에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1) 특허법 제47조 제2항 위배 여부
2019. 4. 25.자 보정의 주요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산양산삼
보호대와 관련하여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5cm 간격으로 둔
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이하 ‘보정사항’이
라 한다).
살피건대, 최초 명세서 등에는 산양산삼 보호대와 관련하여 ‘원
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둔다’라는 구
판결요지

성과 이에 따른 작용효과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홀(구멍)을 5cm 간격으로 둔다’라는 기재는 찾아볼

(청구기각)

수 없다. 나아가 홀(구멍)이 ‘5cm 간격’인 경우, 최초 명세서 등
에 기재된 ‘3cm 간격’인 경우에 비하여 그 홀(구멍)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두더지나 들쥐가 땅속 울타리를 뚫지 못하게 하거
나, 멧돼지가 밟아도 보호대가 부서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시
키는 등의 작용효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정사항이 통
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
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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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 제47조 제3항 위배 여부
2019. 4. 25.자 보정 중 청구항 1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구조
물(원형) 가장자리에 홀(구멍)의 간격을 ‘3cm 간격’에서 ‘5cm
간격으로 보정한 것은 이로 인해 청구범위가 감축된다 할 수 없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것도 아니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
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보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
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참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
면 방법(또는 생산방법)에 관한 발명인지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
라지므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명확하
게 기재해야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말미에는 ‘~을 두는 구조
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서술형 문장으로 기재되
어 있어 그 청구대상이 무엇인지 문언 자체로 파악이 어려울 뿐 아
니라, 청구범위 전체를 보더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구조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그러
한 방법으로 제조된 ’구조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출원발명도 마찬
가지 이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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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2018. 11. 26. 보정된 것

2019. 4. 25. 보정된 것

【청구항 1】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청구항 1】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구조의 1. 중앙에 지름 2cm의

모양의 구조의 1. 중앙에 매년 새싹이 나

홀(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5mm

오는데 지장이 없는 지름 2cm정도의 홀

폭을 직선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삼 줄기

통하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 통과할 수 있는 5mm정도의 폭을 직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

선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는

으로 구조(원형) 전체에 홀(구멍)을 두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장자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리에 5mm 홀(구멍)을 5cm 간격으로 두
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양산삼 보호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 구조물(원

대.

형) 가장자리 5mm 홀(구멍)에 들어갈 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 구조물(원

있는 길이 15cm의 기둥 못을 포함한 청구

형) 가장자리 5rnm 홀(구멍)에 들어갈 수

항 1의 구조물 제작의 재질은 단열효과가

있는 길이 15cm의 기둥 못을 포함한 청구

있는 재질, 세라믹 유로 제작하는 것을 특

항 1의 구조물의 재질은 내구성과 단열효

징으로 한다.

과가 있는 재질을 특징으로 구성한다.

【청구항 3】 청구항 1, 청구항 2에 제작

【청구항 3】 청구항 1항의 구조의 구성과

된 구조물의 사용 용도는 산양산삼 및 약

청구항 2항의 구조물의 재질을 특징으로

용작물 생육보호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하여 산양산삼 보호대로 사용한다.

로 한다.

◈ 원고 주장
1. 2019. 4. 25.자 보정은 자세한 설명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수치를 기재한 것일
뿐 보호받고자 특정한 수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위법하다.
2. 청구항이 ‘~두는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양삼 보호대’의 표
기로 깔끔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인지 물건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가 아니고, 발명의 명칭에 '산양산삼 보호대'라고 명시하였으며, 그
명칭은 명세서상의 모든 지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반복하여 발명의 명
칭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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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2019. 4. 25.자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요
건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
호의 요건을 위배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검토 의견
1. 신규사항 추가인지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허법 42-4-2호 위반이라고 보
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물건인지 방법
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는,
재심사 보정시 청구범위의 보정은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
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는 위 규정들에 위배되는 보정이거나 그 보정(같은 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 사건의 재심사 보정에 대해 살펴보건대, 보정각하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발
명의 설명 및 청구항 1의 기재 중, 보정에 의해 변경된 구조물의 가장자리 구멍의 간
격 ‘5cm’는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
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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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구조물 가장자리 구멍의 간격을 변경하는 보정에 의해 청구범위가
감축된다 할 수 없고, 보정 전의 구조물 가장자리 구멍의 간격이 3cm라는 기재내용
은 그 자체로서 명확하며 잘못 기재된 사항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보정
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각호에 규정된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 가능한 경우의 어디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재심사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한바, 아래에
서는 재심사 단계 전의 2018. 11. 26. 명세서 등 보정서를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의 적
법 여부를 살핀다.
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특허
법 제97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방법(또는 생산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므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
5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원결정에서 심사관은, 청구항의 말미가 ‘~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물품에 관한 것인지 방법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청구항 1에는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모양
의 구조의 1. 중앙에 지름 2cm의 홀(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5mm 폭의 직선
형상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구조(원형) 전체에 홀(구멍)을 두는 구조물로 제작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조물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그러한 구조물
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청구항 2 및 3 또한 마
찬가지 이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발명 명세서의 청구항에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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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재심사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재심사 보
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특
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
면 위 조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
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
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
후3130 판결).
또한,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심사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특허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이 가능하다. 즉, 청구
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
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2) 특허법 제47조 제2항 위배 여부
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4. 25.자 보정의 주요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산양산삼 보호대와 관련하여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
에 5mm 홀(구멍)을 5cm 간격으로 둔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이
하 ‘보정사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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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번호

[0025]

[0029]

[0038]

[0044]
,[0045
]

최초 출원 명세서(갑 제2호증)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형태의 각각
의 규격이 지름 10cm에서 20cm, 두
께 2mm인 원형(도2), 그 중앙에 지
름 2cm인 홀(도2-②)을 두고, 거기서
자장 자리까지 일직선으로 5mm의
폭의 통로(도2-④)를 외부와 통하게
두고, 가장자리에 5mm 구멍(도2-③)
을 3cm 간격으로 외곽으로 두르고,
그 구멍으로 들어갈 길이 15cm의 기
둥 못(도2-⑥)을 둔다. 위 형태는 세
라믹과 같은 단열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이러한 형태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산양산삼 보호대(도2)이다.

2019. 4. 25.자 보정 명세서(갑 제3호증)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형태의 각각의
규격이 지름 10cm에서 20cm 범위,
멧돼지가 밟아도 깨지지 않은 두께
2mm 정도 원형(도 2), 그 중앙에 매
년 싹이 나올 수 있는 지름이 약 2cm
정도인 홀(도 2-②, 도 3-10)을 두고,
거기서 자장 자리까지 일직선으로 줄
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약 5mm의 폭의
통로(도 2-④, 도 3-9)를 외부와 통하
게 두고, 가장자리에 5mm 구멍(도 2③, 도 3-5)을 5cm 간격으로 외곽을
두르고, 그 구멍으로 들어갈 길이
15cm의 기둥 못(도 2-⑥, 도 3-7,8)을
둔다. 위 형태는 단열성과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이러한 형태(도 1)
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산양산삼 보
호대(도 3)이다.

4. 부엽토 및 흙이 부드러워 기둥 못
(도2-⑥)이 10cm-14.cm까지 박히고,
그 간격이 3cm 전후이므로 두더지나
들쥐가 뚫지 못하여, 지하기둥 못 울
타리 안에서 산양산삼 뿌리가 안전하
게 출하할 때까지 원형대로 생육을
하며, 잔뿌리도 약 3cm 간격의 기둥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다.

4. 부엽토 및 흙이 부드러워 기둥 못
(도 2-⑥)이 10cm이상 14.cm까지 박
히고, 그 간격이 5cm 전후이므로 두
더지나 들쥐가 뚫지 못하여, 지하기둥
못 울타리 안에서 산양산삼 뿌리가 안
전하게 출하할 때까지 원형대로 생육
을 하며, 잔뿌리도 약 5cm 간격의 기
둥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성장을 한다
는 것이다.

⑤ 도2-③의 0.5mm구멍으로 보호대

⑤ 도 2-③의 0.5mm정도 구멍으로 보

외곽 가장자리에 폭 3cm 간격으로

호대 외곽 가장자리에 폭 5cm 간격으

둘러 기둥 못을 박는 구멍

로 둘러 기둥 못을 박는 구멍

6. 기둥 못이 보호대 가장자리에 약
3cm 간격의 땅속 울타리를 형성하므
로 고정이 되어 출하시까지 매년 장
애 없이 싹이 나오고 고정이 되어 멧
돼지가 밟아도 보호대는 부서지거나

6. 기둥 못이 보호대 가장자리에 약
5cm 간격의 땅속 지하울타리를 형성
하므로 고정이 되어 출하시까지 서류
피해 없이 성장하고, 고정이 되어 멧
돼지 등이 밟아도 보호대는 부서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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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항1

흩어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매년 싹
이 나오고 상처 없이 생육을 한다는
것이다.

나 흩어지지 않고, 토양을 뒤져도 거
의 피해가 없다. 매년 쌓인 낙엽을 뚫
고 싹이 나오고 상처 없이 출하시까지
생육을 한다.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구조
의 1. 중앙에 지름 2cm의 홀(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5mm 폭을 직
선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
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
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
으로 구조(원형) 전체에 홀(구멍)을
두는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구조
의 1. 중앙에 매년 새싹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지름 2cm정도의 홀(구멍)
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삼 줄기가 통
과할 수 있는 5mm정도의 폭을 직선
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장
자리에 5mm 홀(구멍)을 5cm 간격으
로 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양산
삼 보호대.

나) 최초 명세서 등(갑 제2호증)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에서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둔 것은, 3cm 간격의 홀
(구멍)에 기둥 못을 박아 땅속 울타리를 형성함으로써 두더지나 들쥐가 뚫지 못하게
하고, 멧돼지가 밟아도 보호대가 부서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고정되도록 하기 위함임
을 알 수 있다.
o 4. 부엽 토 및 흙이 부드러워 기둥 못(도2-⑥) 이 10cm-14.cm까지 박히고, 그 간격
이 3cm 전후이므로 두더지나 들쥐가
[도 2] 보호대의 평면도
뚫지 못하여, 기둥 못 울타리 안에서
산양산삼 뿌리가 안전하게 출하할 때
까지 원형대로 생육을 하며, 잔뿌리도
약 3cm 간격의 기둥 사이사이로 자유
롭게 생육을 한다는 것 이다(문단번호
[0029]).
o 6. 기둥 못이 보호대 가장자리에 약
3cm 간격의 땅속 울타리를 형성하므
로 고정이 되어 출하시까지 매년 장애
없이 싹이 나오고 고정이 되어 멧돼지
가 밟아도 보호대는 부서지거나 흩어
지지 않고 고정이 되어 매년 싹이 나오고 상처 없이 생육을 한다는 것 이다(문단번
호 [0044]).

- 379 -

다) 살피건대, 최초 명세서 등에는 산양산삼 보호대와 관련하여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둔다’라는 구성과 이에 따른 작용효과만이 언
급되어 있을 뿐, ‘원형 구조물의 가장자리에 홀(구멍)을 5cm 간격으로 둔다’라는 기
재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홀(구멍)이 ‘5cm 간격’인 경우,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
된 ‘3cm 간격’인 경우에 비하여 그 홀(구멍)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두더지나 들쥐
가 땅속 울타리를 뚫지 못하게 하거나, 멧돼지가 밟아도 보호대가 부서지거나 흩어지
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의 작용효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정사항이 통상
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보정사항에 관하여, 이는 자세한 설명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수치를
기재한 것일 뿐 보호받고자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정된 사
항이 가장 실용적인 수치이거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
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
니라면, 이를 추가하는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어서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서 그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으로부터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고자 하
는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
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보정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
3) 특허법 제47조 제3항 위배 여부
2019. 4. 25.자 보정 중 청구항 1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구조물(원형) 가장자리에
홀(구멍)의 간격을 ‘3cm 간격’에서 ‘5cm 간격으로 보정한 것은 이로 인해 청구범위가
감축된다 할 수 없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것도 아니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보정요건에 해당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성
2019. 4. 25.자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한 보정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심사 단계 이전의 2018. 11. 26.자 보정에 따
른 명세서를 기준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위배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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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
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
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참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방법(또는 생산방법)에 관한 발
명인지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므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의 카테
고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구조의 1. 중앙에
지름 2cm의 홀(구멍)을 두고, 2. 중앙 홀에서 5mm 폭을 직선으로 가장자리 끝까지
외부와 통하는 통로를 두고, 3. 구조물(원형)의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
격으로 구조(원형) 전체에 홀(구멍)을 두는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1에 있어 구조물(원
형) 가장자리 5mm 홀(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5cm의 기둥 못을 포함한 청구
항 1의 구조물 제작의 재질은 단열효과가 있는 재질, 세라믹 유로 제작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1, 청구항 2에
제작된 구조물의 사용 용도는 산양산삼 및 약용작물 생육보호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말미에는 ‘~을 두는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서술형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청구대상이
무엇인지 문언 자체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범위 전체를 보더라도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조물로 제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구조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출원발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
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발명의 명칭에 '산양산삼 보호대'라고 명시하였으며, 그
명칭은 명세서상의 모든 지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반복하여 발명의 명칭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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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
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
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이 ‘산양산삼 보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산양산삼 보호대’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것으로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의 발명의 설명에 의하더라도(을 제1호증, 문단번호 [0025~0028]),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의 구조물이 “원형 접시를 뒤집어놓은 형태로서, 그 중앙에 지름 2cm의 홀(구
멍)을 두고, 거기서 가장자리까지 일직선으로 5mm 폭의 통로를 외부와 통하게 두고,
가장자리에 5mm 홀(구멍)을 3cm 간격으로 외곽으로 두는” 일련의 각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구조물
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그러한 방법을 통해 제조된 ’구조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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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허1052 거절결정(특) 2020. 10. 1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항바이러스 치료
출원번호

심판번호

2017-7017713

2018원2836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2


진보성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는 화학식 (I)의 화합물과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푸비르
티드가 상승작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99] 참조),
화학식 (I)의 화합물과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로피나버의 조합물에
대한 구체적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도 1 내지 3 참조), 화
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 조합물의 병용에 의한 치료 효과 결
과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조합 치료에 의한 효과는 비교대상발
심결요지

명 1, 2에 기재된 항 HIV 효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
낸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임상 III상 결
과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화학식 (I)의 화합물
과 라미부딘 조합물이 화학식 (I)의 화합물(돌루테그라비르)과 테노
포버 디소프로실 푸마레이트/엠트리시타빈 조합물에 대해 비열등성
효능을 갖고, 안정성, 내약성을 나타낸다고 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에 비해 예상하지 못하는
현저한 상승 효과나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효과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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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화합물과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푸비르티드와 상승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재가 있고
(식별번호 [0099]), 도 1, 2, 3에는 각각 이 사건 화합물이 아바카
버, 에파비렌즈, 로피나버와 조합되었을 때 상승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도표(아이소볼로그램)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의 HIV 치료효과나 상승작용에
판결요지
(청구기각)

관한 기재나 실험데이터는 전혀 없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더라도 그와 병용되는 약물에 따라 상승작용과
반감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
원발명의 명세서 중 이 사건 화합물과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또는
로피나버의 조합물이 상승작용이 있다는 기재 및 실험데이터만으로
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 역시 상
승작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1의 작용
효과에 비하여 이질적이라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이
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라
미부딘(lamivudine) 또는 이의 약
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조합물:

[비교대상발명 1]
HIV 인테그라제 억제 활성을 갖는 다환성 카르바
모일피리돈 유도체에 관한 것으로, 화학식 (I)의
화합물이 HIV 인테그라제 억제를 통해 HIV를 치
료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항 HIV약으로 3TC(라미
부딘에 해당) 등 역전사 효소 억제제, 프로테아제
억제제가 있으나 내성 바이러스 출현으로 다른
메커니즘의 항 HIV 약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제
병용요법이 효과적이라는 기재가 있다(초록, 식별
번호 [0002], [0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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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2]
HIV 인테그라제 억제제에 관한 것으로, 인테그라
제 억제제와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인 다른 약
제학적 활성제가 병합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다
른 치료제로서 라미부딘이 기재되어 있다(식별번
호 [0311], [0312] 참조).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인테그라제 억제제는 이 사건 화합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
이다. 또한, 선행발명 2에서는 인테그라제 억제제에 속하는 화합물과 병용될 수
있는 수 많은 추가적인 치료제 중에서도 특히 누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의 예시들 중 하나로서 라미부딘이 단순히 나열되었을 뿐이고, 인테그라제 억제
제 화합물 및 라미부딘을 조합한 구체적인 실시예는 개시되지 않았다.
2.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화합물과 조합되는 다른 치료제로서 라미부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라미부딘이 신장병증 및 내성 바이러스의
출현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갑 제6호증, 식별번
호 [0002]), 통상의 기술자라면 라미부딘을 이 사건 화합물과 조합하여 병용할
동기가 없다.
3. 통상적으로 세 개 이상의 약물 병용요법에 의하여 약물 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HIV를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조합물은 두 가지의 약물만 병용함에도
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
과를 갖는다.

◈ 피고 주장
1.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고, 라미부딘 또한 역전사 효소
억제에 의한 통상적인 HIV 치료제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에이즈 치료에 있어 내
성 바이러스 출현의 문제로 다제 병용 요법이 효과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바이러스 내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테그라제
억제제인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을 선택하여 조합 투여해 볼 수 있다. 선행
발명 2에도 인테그라제 억제제와 병합 투여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제
중 하나로 라미부딘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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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 조합물의 병용에 의한
치료 효과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합 치료에 의한 효과가 선행발명 1,
2에 기재된 항-HIV 효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참고자료로 제출된 임상 3상 결과 보도자료에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 조
합물’이 이 사건 화합물(돌루테그라비르)과 테노포버 디소프로실 푸마레이트/엠
트리시타빈 조합물에 대해 비열등성 효능을 갖고, 안정성, 내약성을 나타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
발명 1에 기재된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에 비하여 예상하지 못하는 현저한
상승효과나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인지 여부 및 선행발명 1, 2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진보성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에는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라
미부딘, 아바카버, 테노포버, 에파비렌즈, GSK2248761, 레르시비린, 로피나버, 포삼프
레나버, 및 아타자나버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료제를 포함하는
조합물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29])라고 기재되어 있다.
효과와 관련하여 “화학식 (I)의 화합물은 랄테그라버, 아데포버 및 마라비록에 부가
적이며 리바비린의 존재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
푸비르티드와 상승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식별번호[0099])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 투여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
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러한 에이즈의 치료약으로서, 지금까지는 역전
사 효소 억제제(AZT, 3TC 등)와 프로테아제 억제제(인디나빌 등)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신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나 내성 바이러스의 출현 등의 문제가 판명된 바 있
어, 이들과는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는 항HIV약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식별
번호 [0002]), “또한, 에이즈의 치료에 있어서는, 내성 바이러스가 용이하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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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 때문에, 현재 다제병용요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항HIV약으로서
는, 역전사 효소 억제제, 프로테아제 억제제의 2종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동일
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는 약제는 종종 교차내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부가적인 효과
를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아,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는 항HIV약의 개발이 요망되
고 있다.”(식별번호 [0003])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교대상발명 2에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된 화합물 및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
는 유도체는 상기 감염 또는 상태의 치료를 위한 그 밖의 치료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병합치료는 본 발명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
는 유도체 및 또 다른 약제학적 활성제의 투여를 포함한다. (중략) 그러한 치료제의
예는 바이러스 감염 또는 그와 관련된 상태의 치료에 효과 적인 제제를 포함하지만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제제로는 (중략) 라미부딘 (중략)이 있다.”(식별번
호 [0311], [0312])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을 청구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발명의 전반에 걸쳐 항 HIV약으로서 인테그라제
억제제인 화학식 (I)의 화합물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라미부딘이 역전사 효소 억제
에 의한 통상적인 HIV 치료제로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들의 조합물에 대해 구체적
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에이즈 치료에 있어 내성 바이러스 출현의 문제로 다
제 병용용법이 효과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식별번호 [0003] 참조), 통상의 기술자
라면 바이러스 내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테그라제 억제제인 화학식 (I)
의 화합물과, HIV 바이러스에 대한 상이한 작용 기전을 갖는 역전사 효소 억제제로
기재된 AZT, 라미부딘 중(식별번호 [0002] 참조) 라미부딘을 선택하여 조합 투여해
보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비교대상발명 2에도 인테그라제 억제
제와 병합 투여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제 중 하나로 라미부딘이 기재되어
있음).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는 화학식 (I)의 화합물과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푸비르티드가 상승작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99] 참조), 화학식 (I)의 화합물과 아바카버, 에파
비렌즈, 로피나버의 조합물에 대한 구체적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도 1 내지
3 참조),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 조합물의 병용에 의한 치료 효과 결과는 기
재되어 있지 않아서, 조합 치료에 의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기재된 항 HIV
효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임상 III상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화학식 (I)의 화합
물과 라미부딘 조합물이 화학식 (I)의 화합물(돌루테그라비르)과 테노포버 디소프로실
푸마레이트/엠트리시타빈 조합물에 대해 비열등성 효능을 갖고, 안정성, 내약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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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고 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화학식 (I)의 화합물과 라미부딘에 비해 예
상하지 못하는 현저한 상승 효과나 이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
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효과라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 중 이 사건 화합물은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
된 선행발명 1의 구성 ①에, 라미부딘(lamivudine)은 상위개념으로 기재된 선행발명
1의 구성 ②에 각각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대한 선택
발명에 해당한다.
진보성 부정 여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선행발명 1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선
행발명 1은 라미부딘이 위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라미부딘과 같은 역전사효소
저해제는 다른 작용기전을 가지는 항-HIV 작용제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
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합물 등 HIV 인테그라
아제 저해제와 역전사효소 저해제의 조합물을 명시하였으므로, 선행발명 1을 접한 통
상의 기술자라면 라미부딘과 이 사건 화합물 등 HIV 인테그라아제 저해제의 병용
요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화합물과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푸비르티드와 상승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재가 있고(식별번호 [0099]), 도 1, 2, 3에는 각각 이 사건 화합물이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로피나버와 조합되었을 때 상승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도
표(아이소볼로그램)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
합물의 HIV 치료효과나 상승작용에 관한 기재나 실험데이터는 전혀 없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더라도 그와 병용되는 약물에 따라 상승작용과 반감작용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이 사건 화합
물과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또는 로피나버의 조합물이 상승작용이 있다는 기재 및 실
험데이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 역시 상승
작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1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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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라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성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상가능한 모든 조성비에서 선행발명 1에 비
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점(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참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1의 작용
효과에 비하여 이질적이라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의 내성 바이러스 발생 저하 효과가 인
정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HIV 치료를 위한 다제 병용 요법이 내성 바이러스
발생의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점(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02])에 비추어, 그 효과가
이질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효과가 다른 병용 요법 내지 조합에 비해 현저하
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의 작용효과가 전혀 기재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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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허1618 거절결정(특) 2020. 8. 13.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086389

2019원1410

관련사건
<특허법 제32조>
쟁점사항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
지 여부

을 제1호증: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사용불가원료 리스트의 발췌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

을 제2호증: 서부일 외 2명, 위령선의 독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Vol. 33, No. 4, pp. 25-35 (2008)

을 제3호증: 위령선, 홍콩 의원관리국 유독식물도감
임상독리학투시 (Clematis chinensis, Atlas of Poisonous
Plants in Hong Kong - A Clinical Toxicology Perspective)

을 제4호증: Amy Christine Brown, Poster Presentation
#489.29, Experimental Biology, New Orleans, April 20-24,

입증방법

2002
(http://www2.hawaii.edu/~amybrown/PotentiallyHarmfulHerbL
ist%20-%20Table.pdf)

을 제5호증: Xi-Lin Xu, et al., Expert Opinion on Drug
Metabolism & Toxicology, Vol. 12, pp. 149-159
(2016.01.07.)

을 제6호증: Bo Yang, et al., Clin. J. Am. Soc. Nephrol.,
Vol. 13, pp. 1605-1611 (2018)

을 제7호증: 지긋지긋한 만성피로 ‘젖산’이 원인, 파이낸셜
뉴스 신문기사(2012.04.06.)

을 제8호증: 문관심, 약초의 성분과 이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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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특
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규정
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등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식품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안전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식품에 관한
발명의 경우 그 재료 또는 성분이 자명하게 안전한지 특별히 살
펴야 한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하나
의 출원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함께 청구된 경우, 약학조성
물은 유효성분의 유해성과 목적하는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반면,
식품조성물은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면 공
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식품 조성물에 대한 공중위생 유해성을 검토할 때는 그 피로
심결요지

예방 및 개선의 효과에 앞서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
태를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인 식품
조성물의 유효 성분인 ‘마음가리 추출물’이 공중의 위생을 해
할 염려가 없이 자명하게 안전하지 살펴야 한다.
심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식약청 고시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
성원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인체에 안전할 것인지 명백히 의심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원인은 해당 발명이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
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출원인)은 심사과정 및 심판과정에서 갑
제3호증(등록특허공보 제10-0721508호)을 제출하면서 마음가리
추출물(위령성 추출물)의 독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험예 8은 위령선
추출물 50mg/kg, 500mg/kg, 5000mg/kg을 각각 마우스에 경
구로 투여한 후 치사량이 없음을 보여줄 뿐 그 이상의 투여량으
로 인한 치사량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없고, 나아가 마우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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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갑 제8호증의 발명은
위령성 추출물이 당뇨병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
토한 약학조성물 관련 발명으로서, 위령성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
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특정 특허공
보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객관성 측면에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3) 검토 결과
이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음가리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
로 하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식품조성물은 사람에게 자명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
명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특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로 예
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마음가리 추
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마음가리 추출물’에
관하여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문단번호 [0040], [0041],
판결요지

[0051], [0054], [0056] 참조), 또는 마음가리의 ‘식물’을 용매
로 추출한 것이라고(문단번호 [0055]~[0056] 참조) 기재되어 있는

(청구기각)

점, ② 위 명세서에서는 ‘마음가리 추출물과 별도로 마음가리나물
을 선별하여 분쇄한 뒤 (중략) 마음가리나물 추출물을 제조하였
다.’고 기재하고 있어(문단번호 [0072] 참조), 마음가리 추출물과
마음가리나물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마음가리의 뿌리 즉, 위
령선이 포함된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이라고 해석된다(원고도 이
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2020. 7. 14. 자 제1회 변론조서 참조.)
다) 여기에 ① 마음가리의 뿌리는 마음가리의 잎과 달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위령선은 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
성을 인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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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및 보고서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마음가리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마음가리(으아리)의 뿌리(위령
선)를 포함하는 마음가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조성물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며, 항피로 활성을 가지며, 도파민을 억제
하고, 세로토닌이 억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항스트레스 활성을 가지는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로는 만성피로 증후군인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음가리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10의
유기용매, 아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용매로 추출된 추출물인 것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따른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인 식품 조
성물.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이 등록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제품으로 출시되기 위해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정의 안정성 등을 증명한 후 별도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점,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관하여 등록된 특허
들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32조
에서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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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 청구항 제5항에는 마음가리의 뿌리를 제외하고 추출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실험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4. 향후 식품공전의 기재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다.

◈ 검토 의견
식품 조성물 발명이 특허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시 확
인한 판결임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인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
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규정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등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식품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안
전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식품에 관한 발명의 경우 그 재료 또는 성분이 자명
하게 안전한지 특별히 살펴야 한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출원에 건강
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함께 청구된 경우, 약학조성물은 유효성분의 유해성과 목적하
는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반면, 식품조성물은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체에 유
해하다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 제9부 제3장 식품 관련 발명의 ‘3. 불특허 발명’ 부분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청구하는 발명은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며, 항피로
활성을 가지며, 도파민을 억제하고 세로토닌이 억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항스트레스
활성을 가지는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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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품 조성물에 대한 공중위생 유해성을 검토할 때는 그 피로 예방 및 개선
의 효과에 앞서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태를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인 식품 조성물의 유효 성분인 ‘마음가리 추출물’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이 자명하게 안전하지 살펴야 한다.
심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식약청 고시
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원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인체에 안전할 것인지 명백히 의심되는 것
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출원인은 해당 발명이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출원인)은 심사과정 및 심판과정에서 갑 제3호증(등록특허공
보 제10-0721508호)을 제출하면서 마음가리 추출물(위령성 추출물)의 독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사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험예 8은 위
령선 추출물 50mg/kg, 500mg/kg, 5000mg/kg을 각각 마우스에 경구로 투여한 후
치사량이 없음을 보여줄 뿐 그 이상의 투여량으로 인한 치사량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없고, 나아가 마우스에 대한 치사량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
취하였을 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갑 제8호증의 발명은 위령성 추출
물이 당뇨병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약학조성물 관련 발명으로
서, 위령성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특정 특허공보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객관성 측면에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사건 제5항 발명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출원명세서에는 다음과 같
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명자에 의하여 경험상 단순히 설정
되어 제시된 사항으로 보일 뿐, 이에 의하여도 식약처 고시가 마음가리 추출물을 건
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원료로 분류한 객관성 및 공신력을 배제할 수
없다.
【0059】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식품 조성물은 상기 피로 예방 및 개
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0060】상기 식품조성물에 의하는 경우 항피로 활성 및 항스트레스 활성을 가
지므로 이와 관련된 만성피로증후군, 과로사,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해소하는
기능성 식품을 제공될 수 있으며, 천연재료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기간 복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진다.
【0061】바람직하게 상기 식품조성물에 대하여 마음가리 추출물이 0.03% 내지
0.8 중량%로 포함되는 것일 수 있다. 마음가리 추출물이 0.03% 미만으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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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농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미미한 문제
가 있고, 0.8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마음가리 고유의 강한 매운맛으로 인하여
기호성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마음가리에 포함된 독성에 따라 식품조성물
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검토 결과
이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음가리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이 사건 제
5항 발명의 식품조성물은 사람에게 자명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중의 위
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
나. 소결
이 사건 제5항 발명인 식품조성물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
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
구항 및 진보성 여부 등 나머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2조에 의하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
허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32조, 제62
조에 비추어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하여야 하
는 것이므로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절차에서 심리되
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발명의 실시단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제품 허가법규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110 판결
등 참조).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
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
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
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을 사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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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위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0, 25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으아리(학명: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는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
비목의 덩굴성 여러살이풀로서 고추나물, 선인초 또는 마음가리나물이라고도 부른다.
으아리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산과 들의 양지나 반그늘의 비옥한 토양 가운데 높은
곳에서 자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이하 식품의약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틀어 ‘식품의약품안전
처’라 한다)이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9-61호)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위령선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갑 제10호증).
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51~110에 의하면, 으아리의 ‘잎’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갑 제27호증).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포털 사이트인 ‘식품안
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별 정보를 영양소,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원료, 사용
불가 원료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령선은 그중 사용불가 원료로 표시되어 있
다(을 제1호증).
라) ‘위령선의 독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호증)에 의하
면, 위령선을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중독을 야기할 수 있고, 구토, 복통, 극렬한 설사,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10여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다.
마) 홍콩 의원관리국이 발행한 유독식물도감(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령선을 중
독될 정도로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러움, 위장관 출혈이 발생
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 위령선 중독으로 인하여 치사
에 이른 경우가 보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제5항 발명은 특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
성물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로 예방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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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
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
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마음가리 추출물’
에 관하여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문단번호 [0040], [0041], [0051], [0054], [0056] 참
조), 또는 마음가리의 ‘식물’을 용매로 추출한 것이라고(문단번호 [0055]~[0056] 참조)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명세서에서는 ‘마음가리 추출물과 별도로 마음가리나물을
선별하여 분쇄한 뒤 (중략) 마음가리나물 추출물을 제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문
단번호 [0072] 참조), 마음가리 추출물과 마음가리나물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마음가리의 뿌리 즉,
위령선이 포함된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이라고 해석된다(원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23)).
다) 여기에 ① 마음가리의 뿌리는 마음가리의 잎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위령선은 국
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외 학술지 및 보고서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
건 제5항 발명에는 마음가리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
어 보면, 마음가리(으아리)의 뿌리(위령선)를 포함하는 마음가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조성물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기타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법 제32조를 적용하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허가를 위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없고, 또한 안전성을 위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먼저 받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허가 기간이 길어지
고 비밀 유지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의 출시 허가 여부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에서 특허의 등록가능성의 잣대로

23) 2020. 7. 14. 자 제1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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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제32조에서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특허
출원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상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
는지 여부는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발명의 실시단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제품 허가법규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님은 앞
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등록특허공보 제721508호(갑 제16호증)의 실험예 8에서는 위령선 추
출물을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에 대한 동물실험결과 위령선 추출물을 과다 투여 시에
도 독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특허공보 제721508호(갑 제16호증)는 ‘위령선 추출물을 함유하는 당
뇨병, 당뇨합병증, 인슐린저항성 및 그로 인한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인데,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해 엄격한 통제
를 받으므로 동일한 성분이 의약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
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특허발명의 실험예 8에 의하더
라도 마우스에 위령선 추출물을 50mg/kg, 500mg/kg, 5000mg/kg으로 3주간 투여해
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건강기
능식품 사용불가원료에 대하여 특허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
지 않고, 이를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라 한다) 제27조 제2항 단서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등록요건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식품
의약품안전처 고시 내용이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허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TRIPs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단지 위 상업적 이용이 자국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

- 399 -

져서는 아니 된다.24)’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
절결정을 받은 것이고, 단순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만을 이유로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위령선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대한 등록 특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갑 제16 내지 22호증), 이 사건 제5항 발명만 특허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령선 추출물을 함유하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등록번호 제10-0721508호), ‘위령선이 포함된 복합 생약의 추출물
을 함유하는 피부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등록번호 제10-1397961호), ‘위령선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등록번호 제10-1764862호), ‘으아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함하는 식품조성물’(등록번호 제10-1946813호)에 관한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청은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특허발명들이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
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심결 취소
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
법하다.

24) TRIPs 27(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eir law.”

- 400 -

14. 2020허2055 등록정정(특) 2020. 5. 22.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화학 기계적 평탄화용 그루브형 연마 패드
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제770852호

2019정115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2(로델(Rodel)사의 카탈로그에 기

입증방법

재된 ‘천공’형 IC1000 연마 패드)

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4(미국 특허공보 제5,921,855호)
①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에서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40℃에서의 에너지 손실률(KEL) 및 저장 탄
성률 E'는 각각 건 외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된 청구항 2 및 3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40℃에서의 에너지 손실
률(KEL) 및 저장 탄성률 E'의 값과 동일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루브 패턴이 동심형의 원형으
로 한정하는 것에 의해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기재
가 없으며,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연마 패드의 DMA 특성이 측

심결요지

정방향에 좌우된다는 기재만 있을 뿐(식별번호 [0043]~[0045] 참
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의 측정 방
향을 원형 그루부에 대해 평행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아무
런 기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정정사항 1 내지 3 및 정정
사항 5에 의한 청구범위 감축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건 외 무효심결의 무효사유를 극복한 것
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 나머지 청구항 발명들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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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파라미터들은 공지된 기존의 파라미터
들을 기술적 표현형식만 바꾸어 표시한 것과 다름이 없고, 공지된 발
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요지
(청구기각)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
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
정된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

선행발명 1-2
(갑 제5호증)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4
(갑 제6호증)

반도체 장치 또는 이의 전구 IC1000 CMP 연마 복층 연마 패드
1

체 표면의 평탄화용 수안정성 패드
(hydrolytic stable) 연마 패
드에 있어서,
IC1000으로

상기 패드가 KEL= tan δ*
12

2

10 /[E'*(1+(tan δ) )](여기서,

진 상층과 SUBA-4

E'은 파스칼 단위이고, tan δ

로 이루어진 하층을

=E"/E'이며, E' 및 E"는 각각

갖는다.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나타낸다)를 이용하여 10라디언
2

이루어

/sec의 진동수에서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1.1 내지 4.0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125 내지 850(1/Pa, 40℃)
의 에너지 손실률(KEL),

및

150-1500 MPa 이하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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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저장 탄성률 E'를 갖는
표면 평탄화용 연마층, 및

3

하나 이상의 그루브(groove)를 천공형 연마 패드

연마 패드의 연마 표

갖는 그루브 패턴을 포함하는

면에 동심원으로 배

매크로-조직(macro-texture)을

열되고 일정한 거리

포함하며, 그루브 패턴에서 그루

를 갖는 그루브들이

브 깊이가 75 내지 2,540㎛,

0.02 내지 0.05인치

그루브 폭이 125 내지 1,270

의 깊이(Dg), 0.015

㎛, 그루브 피치가 500 내지

내지 0.04인치의 폭

3,600㎛이며,

패턴이

(Wg) 및 0.09 내지

동심형의 원형 그루브이며, 동

0.24인치의 피치(P)

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

를 가질 수 있다.

그루브

여 측정한 방향은 원형 그루브
에 대해 평행인 연마 패드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
이어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해 진보
성이 부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이어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에 위반되
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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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1. 파라미터 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각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판결임.
2. 원고는 연마패드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큼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
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
조 제2항은 제1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
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6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을 병합하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122]에 기재된 실시예 3B에 터
잡아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의 범위의 하한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1’에서 ‘1.1’로 상향하여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의 범위를 더욱 한정
한 것이고, 정정사항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그루브 패턴을 동심형의 원형 그루
브로 한정하며,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사용하는 동적 기계적 분석방
법의 측정 방향을 원형 그루브에 대해 평행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정정사항 1
내지 3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정사항 4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삭제하고, 정정사항 6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하는 항의 항 번호를 정리하는 것인바, 정정사항 4 및 6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
나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정사항 5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
세서 식별번호 [0122]에 기재된 실시예 3B에 터잡아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
(E') 비의 범위의 하한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1’에서 ‘1.1’로 상향하여 30℃ 및 9
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의 범위를 더욱 한정한 것이므로, 정정사항 5는 이 사
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정사항 1 내지 6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정이 특
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구 특허법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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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항 추가금지를 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3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
래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이 특허출원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핀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건 외 무효심결(2017당3565 심결)은 ‘건 외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된 청구
항 1 내지 11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에서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
성률(E') 비, 40℃에서의 에너지 손실률(KEL) 및 저장 탄성률 E'는 각각 건 외 무
효심판에서 정정청구된 청구항 2 및 3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40℃에서의 에너지 손실률(KEL) 및 저장 탄성률 E'의 값과 동일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루브 패턴이 동심형의 원형으로 한정하는 것에 의해 특
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으며,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서에는 연마 패드의 DMA 특성이 측정방향에 좌우된다는 기재만 있을 뿐(식별번
호 [0043]~[0045] 참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의 측
정 방향을 원형 그루부에 대해 평행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기재
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정정
사항 1 내지 3 및 정정사항 5에 의한 청구범위 감축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건 외 무효심결의 무효사유를 극복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건 외 무효심결의 판단 이유와 같
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3항을 인용
하고 있는 나머지 청구항 발명들도 그러하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은 비교
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사항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 요건에 위배된 것이
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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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
권 주장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00. 5. 27.(제1우선권주장일) 출원
된 미국 특허 가출원 제60/207,938호와 2000. 7. 28.(제2우선권주장일) 출원된 미국 특
허 가출원 60/222,099호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국제출원된 사실, 그런데 이 사
건 정정발명의 제1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위 미국 특허 가출원 제60/207,938호
에는 “실시예 3은 …(중략)… 후경화 후, 원형 캐스팅을 50mil 두께의 얇은 시트로
베어내고 매크로-채널을 표면에 기계적으로 가공한다. 채널은 통상적으로 깊이 15mil,
폭 10mil, 피치 30mil이다.2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그루브 패
턴에서 그루브 깊이가 75 내지 2,540㎛, 그루브 폭이 125 내지 1,270㎛, 그루브 피치
가 500 내지 3,600㎛’인 그루브 패턴의 수치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연마 패드의 표면에 형성된 매크로-채널의 통상적인 치수의 일례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그루브 패턴의 수치범위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해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
점은 제1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제2우선권주장일을 기준
으로 특허요건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2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2의 각 대
응 구성요소는 아래 대비표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1

반도체 장치 또는 이의 전구체 표면의 평탄
화용 수안정성(hydrolytic stable) 연마 패드
에 있어서,

2

상기 패드가 KEL= tanδ* 1012/[E'*(1+(tan
δ)2)] (여기서, E'은 파스칼 단위이고, tan
δ=E"/E'이며, E' 및 E"는 각각 저장 탄성
률과 손실 탄성률을 나타낸다)를 이용하여
10라디언/sec의 진동수에서 동적 기계적 분

선행발명 1-2
IC1000 CMP 연마 패드

(대응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음)

25) 이러한 수치는 ㎛로 환산하면, 깊이 381㎛, 폭 254㎛, 피치 76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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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음)

2

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1.1 내지
4.0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125 내지 850(l/Pa, 40℃)의 에너지 손실
률(KEL), 및 150- 1500 MPa 이하의 40℃
에서의 저장 탄성률 E'를 갖는 표면 평탄화
용 연마층, 및

천공형 연마 패드

3

하나 이상의 그루브(groove)를 갖는 그루브
패턴을 포함하는 매크로-조직(macro-textu
re)을 포함하며, 그루브 패턴에서 그루브 깊
이가 75 내지 2,540㎛, 그루브 폭이 125 내
지 1,270㎛, 그루브 피치가 500 내지 3,600
㎛이며, 그루브 패턴이 동심형의 원형 그루
브이며,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방향은 원형 그루브에 대해 평형인
연마 패드.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반도체 장치 또는 이의 전구체 표면의 평탄화용 수안정성
(hydrolytic stable) 연마 패드인바,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2의 대응 구성요소는 반
도체 웨이퍼에 대한 CMP 연마 패드인 점에서 양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연마패드의 DMA 물성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패드가 KEL=
12

tanδ*10 /[E'*(1+(tanδ)2)](여기서, E'은 파스칼 단위이고, tanδ=E"/E'이며, E' 및 E"는
각각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나타낸다)를 이용하여 10라디언/sec의 진동수에서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1.1 내지 4.0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125 내지 850(l/Pa, 40℃)의 에너지 손실률(KEL)’, 및 ‘150-1500
MPa 이하의 40℃에서의 저장 탄성률 E'를 갖는 표면 평탄화용 연마층인바, 선행발명
1-2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DMA 물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
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 하나 이상의 그루브(groove)를 갖는 그루브 패턴을 포함하는
매크로-조직(macro-texture)을 포함하며, 그루브 패턴에서 그루브 깊이가 75 내지
2,540㎛, 그루브 폭이 125 내지 1,270㎛, 그루브 피치가 500 내지 3,600㎛이며, 그루브
패턴이 동심형의 원형 그루브이며,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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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그루브에 대해 평행인 연마 패드인바, 선행발명 1-2는 천공형 연마 패드로서 동
심형의 원형 그루브 패턴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방향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이하 ‘차이점 3’
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1) 관련 법리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
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
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한 경우에 그 파라미터 발명은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발
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반면,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
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파라미터 발명은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
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그 진보성 판단에 수치한정발명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인 검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11호증, 을 제1, 2, 4, 14, 17,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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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구성요소 2에서 ‘에너지 손실률(KEL)’은 40℃에서 10라디언/sec
의 진동수의 동적기계분석법(DMA)을 사용하여 저장 탄성률(E') 등을 측정한 후「tan
δ*1012/[E'*(1+(tanδ)2), 여기서 tanδ=E"/E'이며, E' 및 E"는 각각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나타낸다」식으로 계산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30℃ 및 90℃에서의 저
장 탄성률(E') 비’는 30℃ 및 90℃에서 10라디언/sec의 진동수의 동적기계분석법
(DMA)을 사용하여 측정한 각 저장 탄성률(E')의 상대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40℃
에서의 저장 탄성률 E'”은 40℃에서 10라디언/sec의 진동수의 동적기계분석법을 사용
하여 측정한 저장 탄성률인바, 이들은 선행발명 1-2에는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파
라미터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파라미터 중 에너지 손
실률(KEL)은 tanδ[=손실 탄성률(E”)/저장 탄성률(E’)]와 저장 탄성률(E’)의 함수로서
이때 저장 탄성률(E')은 40℃에서 측정되고,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역시 30℃ 및 90℃에서 측정된 각 저장 탄성률(E’)의 상대비율을 의미하며, “40℃에서
의 저장 탄성률 E'” 역시 40℃에서 측정된 저장 탄성률(E')이므로, 먼저 저장 탄성률
(E’), 손실 탄성률(E”) 및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기술적 의미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장 탄성률(E’), 손실 탄성률(E”) 및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
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동적기계분석법(DMA)에 따른 DMA 물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정지표에 해당한다.
① 동적기계분석법(DMA)은 고분자 물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
석방법으로서 1909년 무렵 재료의 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진동실험이 최초로 시도되었
고, 1955년 무렵에는 그 측정 장비가 최초로 상용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는바,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는 1982년 무
렵

동적기계분석법(DMA)과

관련한

측정

방법에

관한

표준문서인

'ASTM

D4065(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and Reporting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plastics)'와 플라스틱의 동적 기계적 성질과 관련된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표준문서인

‘ASTM

D4092(Standard

Terminology

Relating

to

Dynamic

Mechanical Measurements on plastics)'를 각 제정한 후 수차례 이를 개정해오고 있
는데, 위 'ASTM D4065'와 ‘ASTM D4092’는 동적기계분석법(DMA) 분야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다.
② CMP 연마 패드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우레탄(갑 제2호증, 문단
번호 <54> 참조)은 점성26)과 탄성27)을 모두 갖는 이른바 점탄성 물질로서, 점탄성을

26) 힘을 가하면 시간을 두고 변형되고, 가했던 힘을 제거해도 복원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27) 힘을 가하면 즉시 변형되고, 힘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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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물체에 주기적인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갖는 점탄성은 그 물체의 탄성에 해
당하는 ‘저장 탄성률’과 그 물체가 갖는 점성에 해당하는 ‘손실 탄성률’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시료에 싸인파(sine파)에 해당하는 힘을 가했을 때 아래 그림의 점선과 같은
변형을 나타낸다면 점탄성을 갖는 합성 고분자 물질은 이보다 δ만큼 늦게 변형하고,
그 변형 크기도 가해진 힘 중 일부가 손실(물질의 점성으로 인한 손실)됨에 따라 작
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바, 동적기계분석법(DMA)은 CMP 연마 패드의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과 같은 합성 고분자 물질의 점탄성 거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시료에 이와 같은 싸인파에 해당하는 힘을 가한 후, 그 응답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해
당 시료의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동적기계분석법(DMA)에 사용되는 ‘저장 탄성률(E’)‘, ’손실 탄성률(E“)‘
및 ‘저장 탄성률(E’)‘과 ’손실 탄성률(E“)‘의 상대비율을 나타내는 ’tanδ(=E”/E’)‘와 같
은 측정지표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로부터 무려 10년 전인 1990. 6. 29.
개정된 ‘ASTM D4092-90’에는 물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로부터 약 6년
전인 1994. 11. 1. 국제표준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ISO)가
발행한 ‘플라스틱의 동적 기계적 성질’과 관련된 표준문서인 ISO 6721-1(PlasticsDetermination of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에도 그 개념과 관계식이 기재될 정
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③ DMA 물성 측정은 시료를 클램핑하여 인장력을 주기적으로 가하는 방
식으로 수행되고,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시료를 준비하여 측정 장비에 장착한
후 온도와 실험주파수를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은 앞서 본
표준문서인 ASTM D4065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위
와 같은 표준 측정법에 따라 ‘저장 탄성률(E’)‘, ’손실 탄성률(E“) 및 ‘저장 탄성률(E’)
‘과 ’손실 탄성률(E“)‘의 상대비율을 나타내는 ’tanδ‘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Irene
Li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입수한 천공형 IC1000 연마 패드로
DMA 물성을 실험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직후인
2000. 8. 17. 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000년 10월 무렵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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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CHEMICAL-MECHANICAL WEAR MECHANISM IN
POLYURETHANE POLISHING PAD MATERIALS(폴리우레탄 연마 패드 재료에서의
화학적-기계적 연마 메커니즘)’ 논문에서 상용 측정 장비인 DMA 2980을 사용하여
CMP 연마 패드에 대한 DMA 물성을 측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갑 제7호증의 2, 29면).
④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40℃에서 ‘저장 탄성률(E’)‘을 측정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측정 온도는 통상적인 CMP 연마 패드의 연
마 온도 범위 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갑 제2호증, 문단번호 <75> 참조), 이 사건 정
정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위와 같은 측정 온도를 한정한 기술적 의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 자체는 새로
운 파라미터로서 유의미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음으로,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에 대해 살피건
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는 그 도입 자체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
발명의 명세서에는 “(문단번호 <101>에 기재된 파라미터의 범위에 관한 표의) 마지막
열(row)은 30℃ 및 90℃에서 측정한 저장 탄성률 E'의 비를 정의한다. 이는 연마에
대한 유용한 온도 범위를 나타낸다. 이상적으로, 저장 탄성률 E'은 온도 증가에 따라
가능한 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선형의 경향성으로 변화한다(즉, 비가 1에 근접함).”라
고 기재되어 있다(문단번호 <103>).
그런데 “이상적으로, 저장 탄성률 E'은 온도 증가에 따라 가능한 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선형의 경향성으로 변화한다(즉, 비가 1에 근접함)."라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 탄성률의 차이가 없어야 좋다는 것이고,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 연마 패드의
DMA 물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연마 공정에서는 연마 패드와 연
마 대상물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되어 온도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온도 변화에 따라 연마 패드의 DMA 물성이 달라진다면 연마 성능이 균일하
지 않게 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온도 변화에 따라 연마 패드의 DMA 물성이 달라지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기술
적 과제에 해당한다.
②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인 1999. 2. 18. 공개된
국제특허공보 WO99/07515호에 게재된 ‘향상된 연마 패드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발
명의 명세서에는 당해 발명의 연마 패드가 기존의 연마 패드에 비하여 우수한 점을
설명하면서 최종 제품의 물성으로 아래와 같이 '30℃ 및 6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1.0 내지 2.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이미 바람직한 연마 패드의 특성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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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 탄성률의 변동이 1에 가까운 범위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그 지표로서 ‘30℃ 및 6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에 대한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
Any prepolymer chemistry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including polymer systems other than urethanes, provided the final
product exhibits the following properties: a density of greater than 0.5g/cm3,
more preferably greater than 0.7g/cm3 and yet more preferably greater than
about 0.9g/cm3; a critical surface tension greater than or equal to 34
milliNewtons per meter; a tensile modulus of 0.02 to 5 GigaPascals; a ratio of
the tensile modulus at 30° C to the modulus at 60° C in the range of 1.0
to 2.5(을 제24호증, 6면 24행 내지 30행).

③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저장 탄성률(E') 비교 구간의 온
도 범위를 30℃ 및 90℃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연마에 대한 유용한 온도 범위
를 나타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문단번호 <103>) 그 온도 범위를 30℃ 및 90℃
로 특정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
세서에는 통상적인 연마 온도는 ‘20 내지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문단번호
<75>)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마 공정 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온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비교 구간의 온도 범위를 특정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연마 패
드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하던 사항이거나 얼마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④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 4, 5를 살펴보면, 실
시예 5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는 2.4(실시예 5A), 1.7(실시예
5B), 2.2(실시예 5C), 1.6(실시예 5D), 1.8(실시예 5E), 1.6(실시예 5F)로서 실시예 4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 4.6(실시예 4A), 4.1(실시예 4B), 4.2(실시예
4C), 3.4(실시예 4D)와 비교할 때 ‘1’에 더 근접한 수치범위에 있으나, 실시예 4보다
더 많은 디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가‘ 1에 더 근접할수록 오히려 디싱 발생의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비’에서 얻을
수 있는 특유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다음으로 ‘에너지 손실률(KEL)’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에너지 손실률(KEL) 역시 그 도입 자체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MP 연마 패드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우레
탄과 같은 점탄성 물질은 적용된 변형에 대하여 점성과 탄성 거동을 모두 나타낸다.
한편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동적 공정 동안 점탄성 물질에 전달되는데, 전달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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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는 열로서 소산되고, 잔여 부분은 저장되어 후속적으로 탄성 에너지로 방출되
게 된다.
이때, 점탄성 물질의 각각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손실률이라고 하는데,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발행된 표준문서인 ASTM D4092-90(1갑 제11호증)에는 에너지 손실(energy loss)
에 관하여 “the energy per unit volume that is lost each deformation cycle(각각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 Energy loss is the hysteresis loop area,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coordinate scales(에너지 손실은 히스테레시스 루프 내
영역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로부터 4년
전에 발행된 국제표준에 관한 문서인 ISO 472에도 에너지 손실(energy loss)에 대해


「   ″ (ε0 : 최대 변형, E“ : 손실 탄성률)」식과 함께 ‘the energy per unit
volume that is lost each deformation cycle(각각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도 “낮은 리바
운드를 갖고 환형 변형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량을 흡수하는 패드가 연마 동안
상대적으로 소량의 디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를 정
량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가장 간단한 것
은 위에서 정의한 Tanδ이다. 그러나 아마도 연마 성능을 예상하기 위한 더 나은 파라
미터는

‘에너지

손실률’로서

공지되어

있다.

문헌[ASTM

D4092-90("Standard

Terminology Relating to Dynamic Mechanical Measurements of Plastics")]에는 각각
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28)로서의 이러한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
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문단번호 <67>) 등에 비추어 보면, CMP 연마 패드와 같
은 점탄성 물질과 관련하여 ‘에너지 손실률’의 개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
장일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장 탄성률(E’)‘과 ’손실 탄성률
(E“)‘의 상대비율을 나타내는 ’tanδ(=E”/E’)‘ 역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CMP 연마 패드의 아래로 누르는 힘을 감소하면 디싱
이 감소되거나 저장 탄성률이 CMP 연마 패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에너지 손실률(KEL)은「tanδ

2

*10 /[E'*(1+(tanδ) ], 여기서 tanδ=E"/E'이며, E' 및 E"는 각각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
성률을 나타낸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에서 ‘에너지 손
실률(KEL)’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에너지 손실률과
28) 명세서에는 ‘단위 용적 손실당 에너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STM 4092-90(갑 제11호증)에 의
하면 이는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로 고
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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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이고,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저장 탄성률(E’)‘과 ’손실 탄성률(E“)‘의 상대비
율인 ’tanδ‘ 및 분모에 포함되어 있는 ”E‘(저장 탄성률)“ 역시 이미 이 사건 정정발명
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개념인바, 위 수학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tanδ
‘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발행된 국제표준문서인 ISO 6721-1에
점탄성 물질의 댐핑[damping, 재료 또는 재료 시스템에 진동 하중 또는 변위가 발생
하여 열로 소산되는 에너지 손실을 말한다29)]을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것(The loss factor tanδ is commonly used as a measure of damping in
viscoelastic system)으로 소개되어 있어 위 수학식의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tanδ‘가
증가하면(즉, 손실 탄성률이 저장 탄성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 에너지 손
실률이 더 증가하게 되고, 분모에 포함되어 있는 저장 탄성률(E')이 증가하면 손실되
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에너지 손실률이 감소하게 되므로30), 이는 전체 탄성률에 대한
손실 탄성률의 비율을 공지된 개념인 에너지 손실률, 저장 탄성률 및 tanδ에 관한 식
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31)
29) the loss in energy, dissipated as heat, that results when a material or material system is
subjected to an oscillatory load or displacement(갑 제11호증, ASTM 4092-90 1면 참조)
30)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 3 내지 5의 패드 14개(이 사건 정정발명이 적용된 것
이다)와 이 사건 정정발명을 상품화한 VisionPadTM 3000, 5000, 6000 시리즈 패드 8개로부터 저장
탄성률(E')과 에너지 손실률(KEL)과의 관계를 나타낸 아래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보이지 않아, 즉, 저장 탄성률과 에너지 손실률은 비례 또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저장 탄성률을 안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 손실률(KEL)의 값을 예측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아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나 원고
의 제품들에서도 저장 탄성률과 에너지 손실률(KEL)은 반비례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1) 1996년 개정된 국제표준문서 ISO 472에는 각각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인 에너지
손실은 「   ″ (ε0

:

최대 변형, E“ : 손실탄성률)」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1994. 11. 1.


발행된 국제표준문서 ISO 6721-1에는 복합탄성률의 크기가「     ′    ″        (ε0

최대 변형, σ0

:

:

최대 응력)」식으로, tanδ는 「E”/E’」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위 복합탄성률의


크기에 관한 수학식을 다시 정리하면 「   
」가 되고, 이를 위 에너지 손실에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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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 CMP 연마 패드와 플라스틱 휠, 롤러, 베어링은 기술분야나
사용 환경 등이 달라 통상의 기술자가 플라스틱 휠, 롤러, 베어링 제조 분야에 사용되
는 기술을 CMP 공정에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 플라스틱 휠, 롤러, 베어링의 경우
샤프트와 같은 다른 부재와 회전 중에 서로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
지 중 일부가 열로 축적되어 플라스틱으로 된 휠, 롤러 또는 베어링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바, 종래에는 휠 등의 작동 중에 얼마나 많은 열이 축적되는지를 나타내는 척
도로서 에너지 손실률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CMP 연마 패드는 웨이퍼와 서로 압력
을 가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중 일부는 열로 소산되고 나머지는 탄성 에너지로 축적되
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에너지 손실률(KEL)은 CMP 연마 패드에 얼
마나 많은 ‘탄성 에너지’가 축적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 점, ㉢ 플라스틱 휠, 롤러, 베
어링 제조 분야에서의 에너지 손실률은 휠, 롤러, 베어링 자체의 성능에 대한 것인 반
면, CMP 연마 패드의 에너지 손실률(KEL)은 CMP 연마 패드 자체가 아닌 CMP 연
마 패드에 의해 연마되는 웨이퍼에 발생하는 디싱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
플라스틱 휠, 롤러, 베어링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손실률은 휠, 롤러, 베어링
성능에 방해가 되는 작동(회전) 중 발생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에
너지 손실률이 작을수록 유리한 반면, CMP 연마 패드에서의 에너지 손실률(KEL)은
디싱 감소와 관련된 축적된 ‘탄성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 범위
내에서는 클수록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플라스틱 휠, 롤
러, 베어링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던 에너지 손실률 개념을 반도체 CMP 공정에 쉽게
도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에너지 손실률 개념을 반도체 CMP 공정에 최
초로 도입하여 에너지 손실률(KEL)을 통해 웨이퍼에 발생하는 디싱을 제어할 수 있
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한 수학식에 대입하면 「  
」의 수학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시 위 수학식의
 ′    ″ 
분모와
분자를
「E’」로
나누고
「E”/E’」를
‘tanδ’로
치환하면
최종적으로
 

「    
」의 수학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이 사
 ′   ′ 
 ′    

 × 
」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위와 같
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    
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수학식에서 π와 최대 응력σ0 는 상수인 조건에서 에너지 손실률간 비교 시 불
필요하므로 생략하고, E’이 분모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률이 소수점 이하 수치가 되므로 다루기 쉽도
 × 
록 1012를 곱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이 그대로 도출된다. 이와 같
 ′    
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에너지 손실률(KEL)의 구체적인 수학식 역시 이 사건 정정발
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에너지 손실률 등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수식의 조합으로 충
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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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원고가 주장하는 열로 소산된 에너지는 손실 탄성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CMP 연마 패드에 축적되는 탄성 에너지는 저장 탄성률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개념이 각종 관련 표준문서에 기재될 정도로 공지의 사실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탄성 물질인 CMP 연마 패드에서 손실 탄성률이나 저장 탄성
률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CMP 연마 패드는 폴리우레탄이 주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CMP 공정 역시 연마 패드와 연마 대상물을 회전시키면서 연마하는 공
정이라는 점 등에서 플라스틱 휠 등 기존 폴리우레탄 산업에서 사용된 개념을 차용하
는 것도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CMP 공정에서 디싱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기술적 과제에 해당하는 점, ㉢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에너지 손실률(KEL)’은
전체 탄성률에 대한 손실 탄성률의 비율을 공지된 개념인 에너지 손실률, 저장 탄성
률 및 tanδ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
자라면 에너지 손실률을 CMP 연마 패드 분야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에너지 손실률(KEL)’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
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너지 손실률(KEL)’과 디싱의 관
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6> 연마는 연마 패드와 웨이퍼 둘 다의 환형 운동을 수반하는 동적 공정이다. 에너
지는 일반적으로 연마 주기 동안 패드에 전달된다. 이러한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서
패드 내부에서 소산되고, 이러한 에너지의 잔여 부분은 패드에 저장되어 후속적으로
연마 주기 동안 탄성 에너지로서 방출된다. 후자는 디싱의 현상에 기인한다.
<67> 낮은 리바운드를 갖고 환형 변형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량을 흡수하는 패
드가 연마 동안 상대적으로 소량의 디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한
다. 가장 간단한 것은 위에서 정의한 Tanδ이다. 그러나 아마도 연마 성능을 예상하
기 위한 더 나은 파라미터는 "에너지 손실률"로서 공지되어 있다. 문헌[ASTM
D4092-90("Standard

Terminology

Relating

to

Dynamic

Mechanical

Measurements of Plastics")]에는 각각의 변형 주기에서 단위 용적당 손실 에너지로
서의 이러한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다. 즉, 이는 응력-변형 히스테레시스 루프
(loop) 내의 영역의 척도이다.
<68> 에너지 손실률(KEL)은 Tanδ와 저장 탄성률(E')과의 함수이고 다음 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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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수 있다:
<69> KEL= tanδ*1012/[E'*(1+(tanδ)2)]
<70> (여기서, E'은 파스칼 단위이다)
<71> 패드에 대한 KEL 값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탄성 리바운드는 낮아지고 관찰된
디싱은 낮아진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 적용된 실시예 4인 ‘성형
패드’와 관련하여 “성형 패드의 경우 디싱 및 결함률이 현저히 감소됨이 데이터로부
터 명백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문단번호 <130>).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 적용된 실
시예 4인 ‘성형 패드’와 종래 기술이 적용된 ‘조절 패드’의 디싱 및 결함 수를 비교한
아래 표에 의하면, ‘조절 패드’로서 비교 실시예인 패드 1A, 패드 1C의 에너지 손실률
(KEL)의 값은 각각 ‘243’, ‘766’이어서(문단번호 <117> ‘패드 1A, 패드 1B, 패드 1C 및
패드 2A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표 1 참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의 에
너지 손실률(KEL)의 수치범위인 ‘125 내지 850(1/Pa, 40℃)’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실시예 4의 일부인 4C 패드 및 4D 패드의 에너지 손실률(KEL)인 ‘208’ 및
‘199’과 비교할 때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디싱의 정도가 이 사건 제1항 정정
발명이 적용된 실시예 4인 ‘성형 패드’보다 높게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면 에너지 손
실률(KEL)을 도입하더라도 디싱 감소와 관련하여 특유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
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손실률(KEL)과 디싱 감소 효과간의 인과관계도 파악
하기 어렵다.
[표 4. 성형 패드에 대한 패턴화 웨이퍼 연마 데이터]

(마)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파리미터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 ‘에너지 손실률(KEL)’ 등의 조합이 공지된 발명
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
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연마 패드의
특성 및 효과와 관련하여, “금속 CMP용 패드는 일반적으로 강성(저장 탄성률 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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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그루브 디자인(그루브 폭, 그루브 깊이 및 그루브 피치에 영향을 미침), 그루브
강성 비율, 그루브 유동 비율, 에너지 손실률(KEL), 저장 탄성률 E'-온도 비, 경도 및
표면 조도 중의 하나 이상의 최적화된 조합을 갖는다.”(문단번호 <97>)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연마 패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있음을 밝히
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2의 DMA 물성과 관련해서는 “패드에 대한 KEL 값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탄성 리바운드는 낮아지고 관찰된 디싱은 낮아진다.”(문단번호 <71>), “탄
성 회복성이 있는 패드는 일반적으로 금속 CMP 연마 동안의 형태의 낮은 디싱을 생
성하고, 낮은 탄성 회복률은 에너지 손실률(KEL) 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라고 기재
되어 있는(문단번호 <98>, <99>) 등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을 구성하는 일부 개별
요소의 효과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거나, “연장된 과연마 시간에서도 패턴 웨이퍼에
서 더 낮은 최종 디싱이 보여짐. 이는 높은 KEL 및 높은 저장 탄성률 E'의 바람직한
조합으로 인한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문단번호 <92>)이고, 그와 같은 바람직
한 조합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구성요소 2의 나머지 DMA 물성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의 바람직한 조합의 내용이나 그 조합에 따른 효과
등에는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구
성요소 2의 DMA 물성의 유기적 조합으로 인해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단 두 개의 실험결과(표 4 및 표
6)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실시예를 참고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파라미터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에너지 손실률(KEL)’ 등의 바람직한 조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이질적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② 또한 비록 앞서 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표 4와 아래 표 6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적용된 실시예 4의 연마 패드(성형 패드)와 실시예
5의 연마 패드(압출 패드)가 비교 실시예인 실시예 1의 연마 패드(조절 패드)에 비하
여 디싱과 결함률이 낮은 것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
(E') 비’와 '에너지 손실률(KEL)' 등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기술적 효과는 전혀 확인되
지 않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MP 연마 패드의 특성에는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및 ‘에너지 손실률(KEL)' 이외에도 ‘강성(저장 탄성률 E' 및 두
께)’, ‘그루브 강성 비율’, ‘그루브 유동 비율’, ‘경도’ 및 ‘표면 조도’ 등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디싱과 결함률의 차이가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및 ‘에너지 손실률(KEL)' 등의 조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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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압출 패드에 대한 패턴화 웨이퍼 연마 데이터]

③ 실제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의 연마 패드는 아래 표 1의 패드
1A, 1B, IC를 말하는데, 위 연마 패드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할 때 모두
구성요소 2의 DMA 물성[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에너지 손실률
(KEL),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수치범위를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드 1A의 경우 조도가 10 내지 14로서, 아래 이 사건 정
정발명의 명세서의 ‘파라미터의 범위’에 관한 표에 기재된 또다른 파라미터인 ‘표면
조도’의 수치범위(1 내지 9)에서 벗어나 있고, 패드 1B와 패드 1C는 경도가 각각 73과
29로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또다른 파라미터인 ‘경도’의 수치범위(40
내지 70)에서 벗어나 있다.
[표 1. 패드 1A, 패드 1B, 패드 2A의 물리적 특성]

[파라미터의 범위(문단번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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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패드 조도를 증가시키는 포켓(pocket)을 감
소시켜서 웨이퍼 결함의 주요 근원을 제거하는 특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이 적용된
패드의 특성 중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고(문단번호 <86>), “허용되는 높은 강성과 함
께 적합하게 높은 경도를 가져서 탁월한 평탄화 효율을 전달하는 패드가 수득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문단번호 <73>), 표면 조도나 경도는 연마 패드의 성능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정정발명의 비교 실시예
인 실시예 1의 연마 패드가 이 사건 정정발명이 적용된 실시예 4와 실시예 5의 연마
패드와 비교할 때 디싱과 결함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과연 이 사건 정정
발명의 DMA 물성에 관한 구성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나 ‘에너지
손실률(KEL)’상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표면 조도나 경도 또는 그 외의
다른 요소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④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연장된 과연마 시간에서도 패
턴 웨이퍼에서 더 낮은 최종 디싱이 보여짐. 이는 높은 KEL 및 높은 저장 탄성률 E'
의 바람직한 조합으로 인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문단번호 <92>),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 손실률(KEL)과 저장 탄성률(E')은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어
에너지 손실률(KEL)과 저장 탄성률(E')이 모두 높은 값을 갖도록 하기는 어려우므
로32), 높은 에너지 손실률(KEL)과 높은 저장 탄성률의 조합으로 디싱률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연마 패드의 평탄화 성능, 감소된 디싱 및 감소된 결함률
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모두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종
래의 과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는 이질
적 효과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관련하여 DMA 물성에 대한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및 ‘에너지 손실률(KEL)’]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통
상의 기술자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CMP 연마 패드의 평탄화 성능,
디싱 및 결함률의 감소는 CMP 공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으로 알려져 있었고, 위와 같
은 평탄화 성능 향상 등은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였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의 유기적 조합으로 인해

32) 더욱이 원고는 관련 무효사건의 2020. 1. 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디싱
감소가 높은 KEL 및 높은 저장 탄성률 E'의 바람직한 조합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지재되어 있으나
(문단번호 <92>), 에너지 손실률(KEL)의 정의상 에너지 손실률(KEL)과 저장 탄성률(E')은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어 에너지 손실률(KEL)과 저장 탄성률(E')이 모두 높은 값을 갖도록 하기는 어렵다
고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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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2의 DMA 물
성의 수치범위 내에 있는 연마 패드에 대한 실험예(표 4 및 표 6)와 관련하여서도 디
싱과 결함(표 4) 또는 디싱(표 6)에 대해서만 실험결과가 기대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이 평탄화 성능, 디싱 및 결함
률의 감소 전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 더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평탄화 면에서, 이상적인 패드는 잘 평탄화하기 위하여 낮은
GSQ 값(높은 강성에 상응함)을 갖는다.”(문단번호 <41>), “웨이퍼 위에 부착된 전기
도금된 구리의 두께는 평탄화 공정의 불량한 조절 때문에 웨이퍼에 걸쳐 종종 불균일
하다. 연마 후에 평면 구리 두께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두꺼운 영역에서 구리를 더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패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패드를 더
욱 강성이 되게 하거나(즉, GSQ를 증가시키거나) 이러한 영역으로 슬러리 유동을 증
가시킴으로써(즉, GFQ를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문
단번호 <53>), 이에 의하면 연마 패드의 평탄화 능력은 구성요소 2의 DMA 물성 외
에도 그루브 강성 계수인 GSQ[= 그루브 깊이(D)/상부 패드 두께(T), 문단번호 <12>
참조]와 그루브 유동 계수인 GFQ[= 그루브 횡단면적(Ga)/피치 횡단면적(Pa), 문단번
호 <12> 참조], 즉 그루브의 폭, 피치 등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파라미터들은 공지된 기존의 파라미
터들을 기술적 표현형식만 바꾸어 표시한 것과 다름이 없고,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
령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
다고 볼 수 없다.
(사) 한편 구성요소 2가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에너지
손실률(KEL)’,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고, 그에 따
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① 먼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는 디싱과 결함률의
감소 등인데, 이는 CMP 연마 패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당연한 과
제로서 기존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수치범
위 내에서 이질적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2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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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2. 18. 공개된 국제특허공보 WO99/07515호에 게재된 ‘향상된 연마 패드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의 “'30℃ 및 6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1.0 내지 2.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수치한정발명의 측면에서
저장 탄성률(E’)이 온도 증가에 따라 가능한 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선형의 경향성으
로 변화한다(즉, 비가 1에 근접한다)는 것은 곧 수치한정범위 내외에서의 현저한 차이
가 없고, 그러한 차이가 없을수록 이상적이라는 의미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온도 변
화에 따른 저장 탄성률(E')의 비를 1에 가깝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
정발명에서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를 1.1 내지 4.0으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 에너지 손실률(KEL)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지된 개념에 불과
하고, 이것이 125 내지 850(1/Pa, 40℃)로 수치한정된 것에 대해서 이 사건 정정발명
의 명세서에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단순히 에너지 손실률
(KEL)의 값이 높을수록 디싱이 낮아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에너지 손실률(KEL)의
값이 높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수치범위를 설정한 근거에 대
해 아무런 기재가 없다. 더욱이 에너지 손실률(KEL)은 「tanδ*1012/[E'*(1+(tanδ)2], 여
기서 tanδ=E"/E'이며, E' 및 E"는 각각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나타낸다」와
같이 저장 탄성률(E')을 주요 변수로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식에 따르면
저장 탄성률(E’)이 분모에 있어 에너지 손실률(KEL)과 반비례의 경향성을 보일 수밖
에 없으므로, 에너지 손실률(KEL)과 저장 탄성률(E’)은 수치범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서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치범위가 좁아지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더욱 쉽게 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에너지 손실률(KEL)을 125 내지 850(l/Pa, 4
0℃)으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경우, 저장 탄성률(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STM D4092-90, ISO 6721 등의 점탄성 물질에 관한 국제표준문서들에 기재된
개념으로서 이는 수많은 CMP 연마 패드 관련 문헌에서 측정하였던 저장 탄성률 (E’)
을 40℃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어디
에도 그 수치범위를 150 내지 1500 MPa 이하로 한정한 이유나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의 효과 차이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치범위 자체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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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을 150 내지 1500
MPa 이하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
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 한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 ‘에너지 손실률
(KEL)’, ‘40℃에서의 저장 탄성률(E')’의 구체적인 수치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들
파라미터들의 수치범위가 모두 조합되어 이 사건 정정발명 특유의 기술적 효과를 낸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들 파라미터의 수치한정이
모두 조합되는 경우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추론이 가능하지
도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는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는 1.1 내지 4.0이고, ‘에너지 손실률(KEL)’은 125 내지 850(1/Pa, 40℃)이며, ‘40℃
에서의 저장 탄성률(E')’은 150 내지 1500 MPa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 수치범
위가 모두 조합되어 각각의 파라미터가 그 수치범위를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만으
로는 그와 같은 수치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연마 패드가 디싱과 결함의 감소라는 효과
를 가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파라미터의 유기적 결합과 특유
의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은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
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
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
아야 한다.
나) 차이점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에 선행발명 4
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선행발명 4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4에는 IC1000 연마 패
드의 연마 표면에 0.02 내지 0.05인치의 깊이, 0.015 내지 0.04인치의 폭 및 0.09 내지
0.24인치의 피치를 갖는 그루브를 동심형으로 형성할 수 있음이 개시되어 있는바, 위
그루브의 깊이, 폭 및 피치의 수치범위를 ㎛로 환산하면 그루브의 깊이는 508 내지
1,270㎛이고, 그루브의 폭은 381 내지 1,016㎛이며, 그루브의 피치는 2,286 내지 6,096
㎛가 되어 결국 구성요소 3의 그루브의 깊이(75 내지 2,540㎛), 폭(125 내지 1,270㎛),
피치(500 내지 3,600㎛)의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중복되고, 그루브의 형상 역시
동심형인 점에서 구성요소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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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화학 기계적 연마 시스템에서 기판을 연마하기 위한 연마 패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연마 패드는 다수의 원형 그루브를 갖는 연마 표면을 구비한다. 상기 그
루브는 적어도 0.02인치 깊이, 적어도 약 0.015인치의 폭 및 적어도 약 0.09인치의
피치를 가진다(7면 칼럼 2의 53행 내지 59행)
- 본 발명의 실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상기 그루브들은 연마 표면 위에 동심적으로
균일하게 일정 간격 배치될 수 있다. 상기 그루브는 0.02 내지 0.05인치, 이를테면
0.03인치의 깊이; 약 0.015 내지 0.04인치, 이를테면 0.20인치의 폭; 및 0.09 내지
0.24 이를테면 0.12인치의 피치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연마 패드는 상부층과 상기 상
부층에 형성되는 홈을 갖는 하부층을 포함할 수 있다(7면 칼럼 2의 60행 내지 8면 칼
럼 3의 1행).
- IC1000으로 이루어진 상층과 SUBA-4로 이루어진 하층을 갖는 복층 연마 패드가
로델사로부터 입수 가능하다(‘IC1000’과 ‘SUBA-4’는 로델사의 제품 이름이
다)(9면 칼럼 5의 20행 내지 24행).

② 나아가 선행발명 1-2와 선행발명 4는 모두 CMP 연마 패드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인 1998년 무렵 국내에
서도 판매된 로델사의 적층 연마 패드인 IC1400 연마 패드에 관한 카탈로그(선행발명
5)에는 탑 패드(top pad)로 구성요소 3과 연마 패드 표면의 형상이 동일하고 그루브
의 깊이 등도 구성요소 3의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는 10mil(254㎛)의 폭, 15mil(381㎛)
의 깊이 및 60mil(1,524㎛)의 피치의 동심형 그루브 패턴을 갖는 IC1000 연마 패드가
사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
전인 1999년 무렵 국내에서도 판매된 로델사의 IC1000 연마 패드에 관한 카탈로그(갑
제5호증)에는 사용 공정에 따라 구멍을 내거나 그루브를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4에 개시된 동심형
그루브 패턴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2의 연마 패드 표면을 대체하려고 충분히 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차이점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이 위의 표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명백하다. 우선 패드 특성이 측정 방향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저장 탄
성률 E'과 강성 값 모두 이방성이고 그루브 방향에 대해 평행으로 측정되었는지 또는
직각으로 측정되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문단번호 <45>), 더
나아가 동적 기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방향이 원형 그루브에 대해 평행인
경우가 수직인 경우에 비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
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로부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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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패드 1A는 선행 미국 특허 제
5,578,362호 및 제5,900,164호에 기재된 제법에 의해 만들어진 선행 패드’라고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자인 데이빗 비. 제임스 박사의 논문(갑 제15호증)
의 CMP 연마 패드에 관한 표 6.2에도 IC1000 패드의 핵심 특허(Key Patents)가 미국
특허 제5,578,362호 및 제5,900,164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
명의 발명자의 실험노트[갑 제14호증(발명자 1차 진술서), 갑 제27호증(발명자 실험노
트)]에 기재된 IC1000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이 사건 정정발명
의 명세서에 기재된 패드 1A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 동일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비교 실시예인 패드 1A는 이 사건 정
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의 그루브형 IC1000 연마 패드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정
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패드 1A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5.2로 기
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
성률(E') 비’ 수치범위인 1.1 내지 4.0을 벗어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
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1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
발명의 명세서, 데이빗 비. 제임스 박사의 논문 및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자가 작성
한 실험노트 등에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
명의 명세서의 표 1에는 “패드 1C의 표면 조도 특성이 IC1000 연마 패드와 유사하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패드 1A에 대해서는 표면 조도 등의 특성에 대
하여 구체적인 수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패드 1C와는 달리 IC1000 연마 패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데이비드 비. 제임스 박사
의 논문(갑 제15호증, 173면)의 표 6.2에는 미국특허 제5,578,362호 및 제5,900,164호의
제법에 의해 IC1000 연마 패드 외에 IC1010, 1C1400, FX9, MH 연마 패드도 제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위 미국 특허의 제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마 패드가 IC1000 연마 패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패드 1A가 IC1000 연마 패드
라고 하더라도, IC1000 연마 패드는 경화 스케쥴 및 경화 오븐에 따라 A, B, 5 스타
일로 나뉘고, 비중 범위, 케이크의 지름 및 높이, 투입 속도, 원재료의 유속 및 기타
제조 변수에 따라 1 내지 6 타입으로 나뉘며, 그 표면 구조에 따라 천공형과 그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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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뉘는 등 총 45가지 정도의 다양한 IC1000 연마 패드가 존재하므로(갑 제9호
증, 2면), 패드 1A가 그 중 어느 스타일과 타입의 것인지 알 수 없어 패드 1A의 ‘3
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5.2’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IC1000 연마 패
드의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가 모두 ‘5.2’로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의 구성요소 2의 수치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연마 패드의 표면 구조는 저장 탄성률(E')과 에너지 손실률(KEL) 등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천공형 IC1000 연마 패드인 선행발명 1-2로부터 표면 구조가
그루브형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파라미터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2는 그 표면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표면 구조의 차이로 인해 DMA 물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2는 모두 CMP 연마 패드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② 그루브형 IC1000 연마 패드와 천공형 IC1000 연마 패드인
선행발명 1-2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인 1999년 무렵 이미 국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국내에서 판매된 로델사의 IC1000 연
마 패드에 관한 카탈로그(갑 제5호증)에는 사용 공정에 따라 구멍을 내거나 그루브를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33)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천공형과 그루브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정발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서울중
앙지방법원 2017가합550099호)과 관련하여 안석균 교수는 비록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후인 2018년 무렵 판매된 천공형 IC1000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천공형 연마 패드에 대하여도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을 측정할 수 있었는바, 이에
의하면 천공형 연마 패드에 대하여 구성요소 2의 DMA 물성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선행발명 1-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파라미터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3) 연마 패드의 표면에는 슬러리 분배 통로 등으로 기능하는 물리적 구조가 새겨질 수 있는데, 그 물리
적 구조의 형태는 연마 설비의 구조에 맞추어 슬러리가 연마 패드 위에서 뿌려지는 구조의 연마 설
비에는 그루브형 연마 패드를, 슬러리가 연마 패드 하단에서 뿜어지는 구조의 연마 설비에는 천공형
연마 패드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6> 내지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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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이후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CMP 연마 패드에 관
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파라미터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 ‘에
너지 손실률(KEL)’을 채용한 것은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 ‘에너지
손실률(KEL)’을 조절함으로써, 허용 가능한 평탄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결함
저감 효과 및 디싱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되
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넥스플래너 코퍼레이션 등 일부 업체들의 CMP 연마 패드
에 관한 발명에서 ‘에너지 손실률(KEL)’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CMP 연마 패드에
관한 원고의 선등록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
는 ‘에너지 손실률(KEL)’의 수치범위와 다른 수치범위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손실률(KEL)’의 개념을 도입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제공하는 기술적‧경제적
기여로 인해 삼성전자 주식회사나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는 2000년 이후 지금까
지 원고의 연마 패드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쟁사조차 이 사건 정정발명
의 파라미터인 ‘30℃ 및 90℃에서의 저장 탄성률(E') 비’와 ‘에너지 손실률(KEL)’의 기
술적 의의를 인정하여 CMP 연마 패드의 동적 제어 인자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특
허발명이 반도체 제조 분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 사
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
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발명들과 대비
한 결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
니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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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1-2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
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
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가 정정요건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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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허3645 거절결정(특) 2020. 10. 16.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야채의 껍질을 벗기고 절단하는 박피절단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0152384

2018원4683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양 발명은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박피절단기(박피
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편과 대응되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결편은 받침면(본체)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면 및 비교대상발명의 본체는
모두 엄지손가락의 볼록한 부분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므로, 엄지손가락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편과 받
침면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연결편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심결요지

비교대상발명에서도 본체 중 직선상에 박피블레이드가 형성되어 있
는바,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박피절단기는 비교대상발명의 박피기에 비해 후렌지와 연결살을 더
욱 구비하여, 구조가 단순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오히려 제조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절단날의 길이와 폭을 크게 함으로써 두꺼운
껍질의 박피와 절단이 용이해진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기술상
식에 해당되고, 절단날이 오목면이 돌출된 길이보다 더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면 절단이 용이해지는 반면, 손가락 부상의 위험
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본체 및 박피
블레이드의 형상을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편(12)은 받침면(13)이 원형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끼움부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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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 등을 고려하여 폭 방향에 비해 길이 방향으로 얼마
나 더 길게 본체를 형성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차이점 3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본체(1)와 지지부(7) 사이를 단
순하게 상향 절곡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받침면(13)은 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 직각으로 하향절곡된
절곡면(14)과 연결되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폭의 평면상 후렌지
(13b)와 같은 형태의 구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의
(청구기각)

본체(1)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13)과 같이 원형의
구조가 아니어서 외측 둘레 부분에 반드시 후렌지와 같은 구성이
형성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후렌지와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단순
하게 설계 변경하여 형성시킬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행발명은 ‘박피블레이드(5a)의 지지부(7) 측으로의 끝단 부분’
과 ‘지지부(7)가 본체(1)와 연결 또는 접합되는 부분’이 이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도
박피블레이드(5a)의 전체 길이(또는 폭)가 본체(1)의 측변이 갖는
길이(또는 폭)보다 작게 형성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절단날(박피블레이드)의 폭을
작게 형성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청구항 1, 도면 1~2)

엄지손가락 끼움부와 그 하단에서 엄지손가락끼
움부의 일측변에서 돌출연장되는 원형의 받
침면과 손가락 끼움부에 끼움되어진 엄지손
가락의 볼록한 부분이 밀착이 용이토록 하

엄지손가락을 삽입고정하는 지지부, 상
기 지지부의 일측변에서 연결되고 중
앙에 통공이 구비된 방향으로 경사지
게 오목면을 구비한 본체, 및 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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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중앙에 관통홀이 구비된 방향으로 경 측변에서 하향절곡되어진 박피블레이
사지게 오목면을 구비한 받침면의 어느 일측 드를 포함하는 박피기
변에서 하향절곡되어진 절단날이 구비되어진
박피절단기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끼움부는 굵기가 서로 다른 엄지손 지지부의 내측면에는 탄성재질의 탄성층
가락이 끼움되어지게 각각의 선단이 벌어져 이 구비되고, 외측면의 선단부 양단에는
있어 탄성적인 작동이 가능토록 각각의 동일 탄성걸림구가 부착되어 있음
한 형태의 탄성편으로 이루어지고,
일측변에서 돌출연장되는 받침면과 연결될
경우에 연결편에 의하여 연결되어져 탄성편
과 받침면이 일정거리 이격되어지고, 상기 손
가락끼움부의 탄성편과 받침면을 이격되게

-

연결하는 연결편은 상기 받침면과 일정각도로
상향 경사지게 단수 또는 복수로 절곡점을
구비하여, 받침면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고,
상기 원형의 받침면은 관통홀이 구비된 오목
면의 외측으로 일정폭의 평면상의 후렌지가
구비되고,

상기 본체는 오목면 및 중앙에 통공이 구
비

상기 후렌지의 측방으로는 손가락 끼움부에
엄지손가락이 끼움삽입되어진 상태에서 엄
지손가락의 외측방향으로 만 동일한 폭과 길
이로 연장되어지는 연결살과 상기 연결살에
서 연장되면서 직각으로 절곡되어 지는 절단
면과 그 선단으로 절단날이 구비되고, 상기
직사각형의 절곡면의 폭은 받침면의 외경보
다 작게 형성되고, 돌출된 길이는 손가락의
볼록한 부분이 밀착되어지는 오목면이 하방으
로 경사지게 돌출되어진 길이보다 하방으로 더
돌출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야채의
껍질을 벗기고 절단하는 박피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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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양측변에서 직각으로 하향절
곡되어진 박피블레이드가 구비되고,
상기 박피블레이드가 돌출된 길이는 상
기 본체의 오목면이 돌출된 길이보다
더 돌출된 박피기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편에 의하여 탄성편과 받침면이 이격됨으로써 탄
성편의 하단을 지지하는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편에 구비된 절곡점에 의하여 받침면이 상향 경
사지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검지손가락을 받침면 아래에 밀착하지 않고 연결편
과 탄성편의 아랫부분에 밀착하더라도 받침면의 상면이 엄지손가락에 밀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살로 인하여 절단날이 평면을 이루고 있어 제작
이 용이하고 야채나 과일의 단부를 절단할 때 단부가 평면으로 절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의 박피블레이드는 곡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상승된 작용효과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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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의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편(12), 후렌지(13b) 등
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도 박피블레이드(5a)의 전체
길이(또는 폭)가 본체(1)의 측변이 갖는 길이(또는 폭)보다 작게 형성된 것임을 유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절단날(박피블레이드)의 폭
을 작게 형성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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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조의 용이성은 물론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
킨 박피절단기를 제공하는 것인데(식별번호 [0016] 참조), 비교대상발명은 양손 사용
을 가능하게 하고, 얇은 내피 박피도 가능하게 하며, 지지부의 피부압박을 개선할 수
있는 박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요약 참조).
보건대, 양 발명은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박피절단기(박피기)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보건대, 양 발명은 엄지손가락 끼움부(지지부)와 관통홀(통공)이 구비된 방향으로
경사지게 오목면을 구비한 원형의 받침면(본체)의 일측변에서 하향절곡되어진 절단
날(박피블레이드)이 구비되어진 박피절단기(박피기)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손가락 끼움부가 각각의 동일한 형태의 탄성편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교대상발명은 지지부의 외측면의 선단부 양단에 탄성걸림
구가 부착되어 있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받침면과 탄성
편이 절곡점을 구비하는 연결편에 의하여 일정거리 이격되어지고(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받침면이 오목면의 외측으로 후렌지를 구비하며(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후
렌지의 측방으로 연결살에서 연장되면서 직각으로 절곡되어지는 절단면과 그 선단
으로 절단날이 구비되되, 절곡면의 폭은 받침면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되고, 돌출된
길이는 오목면이 돌출되어진 길이보다 더 돌출되게 형성되었는 데 반해(이하 ‘차이
점 4’라 한다),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손가락 끼움부는 각각의 동일한 형태
의 탄성편으로 이루어져, 사용자마다 굵기가 서로 다른 엄지손가락을 끼움 고정할
수 있는 데 비해, 비교대상발명의 지지부는 외측면의 선단부 양단에 구비된 탄성걸
림구에 의해 엄지손가락을 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지손가락을 고정하는 방식
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의 지지부도 내측면에 탄성재질의 탄성층을 가지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성편과 마찬가지로 굵기가 서로 다른 엄지손가락을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② 비교대상발명의 지지부의 탄성걸림구는 엄지손가락이 지지부에 더
욱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구성에 해당되며, ③ 스텐 골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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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측 선단이 동일한 형태로 벌어져 있어 손가락을 끼움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성편
형상에 관한 위 차이점 1을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편과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결편은 받침면(본체)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면 및 비교대상발명의 본체는 모두 엄지손가락의 볼록한
부분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엄지손가락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편과 받침면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연결편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에서 연결편에 의해 탄성편과 받침면이 이격
되어짐으로써, 탄성편의 하단을 지지하게 되는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박피절단기의 경우에도 절단 및 박피를 하기 위해서는 검지손가락이 탄성편
이 아닌 받침면의 하단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은 연결편의 구비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일하고, ② 사용 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위치 관계는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나
사용방법, 탄성편 및 받침면 자체의 크기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③
연결편에 의해 탄성편과 받침면이 이격되어짐으로써, 탄성편의 하단을 지지하게 되
는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기재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이유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
는 것이다.
차이점 3,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받침면의 오목면의 외측으로 후렌
지가 구비되고, 절단날이 후렌지에서 연장된 연결살로부터 직각으로 절곡된 절곡면
에 형성되되, 절곡면은 받침면의 오목한 부위보다 하방으로 더 돌출되게 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본체의 측변으로부터 하향절곡되어어 형성된 박피블레이드가 있는
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단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연결살로부터 직각으로 절곡된 절곡면
에 절단날을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결살로부터 직각으로 절곡된 절곡면에 절단날을 형성함으로써, 제
작의 용이성 및 우수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고, 직사각형의 절곡면의 돌출되는 길이
를 오목면보다 더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함으로써, 야채의 절단이 가능하도록 하
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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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에서도 본체 중 직선상에 박피블레이드가 형성되어 있는바,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박피절단기는 비교
대상발명의 박피기에 비해 후렌지와 연결살을 더욱 구비하여, 구조가 단순한 비교
대상발명에 비해 오히려 제조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③ 절단날의 길이와 폭을 크게
함으로써 두꺼운 껍질의 박피와 절단이 용이해진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기술
상식에 해당되고, ④ 절단날이 오목면이 돌출된 길이보다 더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
성하면 절단이 용이해지는 반면, 손가락 부상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본체 및 박피블레이드의 형상을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차이점 3,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비 결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
고,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가) 구성요소 1, 2, 4, 5
위 구성 대비표상의 양 대응 구성요소는, 엄지손가락 끼움부(1)[(엄지)손가락을
삽입고정하는 지지부(7)]7), 관통홀(13c)[통공(3)]과 경사진 오목면(13a)(경사진 오목면)
을 구비한 받침면(13)[본체(1)] 및 하향절곡되어진 절단날(2)[박피블레이드(5, 5a)]을 포
함하는 박피절단기(박피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내지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엄지손가락 끼움부(1)가 각각 동일한 형태의 탄성편
(11a, 11b)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부(7)의 외측
면의 선단부 양단에 탄성걸림구(8)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
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편(12)을 구비하여 받침면(13)과 탄성
편(11a, 11b)이 이격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
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편(12)에 단수 또는 복수의 절곡점을 구비하여 받침면
(13)을 일정 각도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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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
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받침면(13)이 오목면(13a)의 외측으로 후
렌지(13b)를 구비하고 상기 후렌지(13b)의 측방으로 연결살(15)을 구비하는 것인 반면
에,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4’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살(15)에서
연장되면서 직각으로 절곡되어지는 절곡면(14)과 그 선단으로 절단날(2)을 구비하되,
절곡면(14)의 폭을 받침면(13)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하고, 돌출된 길이는 오목면(13a)
이 돌출되어진 길이보다 하방으로 더 돌출되게 형성한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대
응 구성요소는 본체(1)의 양 측면에서 직각으로 하향절곡되어진 박피블레이드(5, 5a)
가 구비되어 있고, 박피블레이드(5, 5a)의 돌출된 길이나 폭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
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5’라 한다).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1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
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의 탄성층(9)에 관한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는 것이다.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사용자마다 굵기가 서로 다른 엄지
손가락을 끼움 고정할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 끼움부(1)가 각각 동일한 형태의 탄성편
(11a, 11b)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갑 제7호증, 문단번호 [0017], [0024] 참조).
②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도 지지부(7)의
내면이 탄성합성수지, 고무 등의 재질의 탄성층(9)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
라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탄성편(11a, 11b)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의 탄성층(9)
으로 된 지지부(7)도 탄성적인 작동이 가능하여 사용자마다 굵기가 서로 다른 엄지손
가락을 끼움 고정할 수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도면(제1도)에 의하면, 선행발명도 이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의 탄성편과 마찬가지로 각각 동일한 형태의 탄성층(9)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알 수 있다.
④ 더욱이 선행발명의 탄성걸림구(8)는 지지부(7) 외부에 부착되고 탄성걸림구
(8)의 선단부 내측면(8a)과 타단부 외측면(8b)에는 서로 착탈이 자재로운8) 테이프면
이 형성되어 있어(을 제2호증, 제4면 13행~15행),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탄성걸림구
(8)는 사용자의 엄지손가락을 지지부(7)에 더욱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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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차이점 2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2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
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편(12)은 받침면(13)과 탄성편(11a, 11b)이 일정거리 이격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편(12)은 받침면(13)이 원형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끼움부와 받침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행발명의 본체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과
달리 폭 방향에 비해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긴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과 연결편을 합친 길이와 유사한 길이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사용
자의 손가락 길이 등을 고려하여 폭 방향에 비해 길이 방향으로 얼마나 더 길게 본
체를 형성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
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연결편(12)에 의해 탄성
편(11a, 11b)과 받침면(13)이 일정거리 이격되어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반면, 선행발명은 박피블레이드(5)가 지지부(7)에 접한 위치에서부
터 형성되어 있어 손가락 부상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연결편(12)에 의해 탄성편(11a, 11b)과 받침면(13)이 일정거
리 이격되어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
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을 살펴보
아도 어떻게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하여 검지손가락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명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연결편(12)의 길이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길어야 절단날(2)에 검지손가락이
닿지 않아 부상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면에 연결편(12)의 길이
가 너무 길게 되면 절단 또는 박피 작업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절단 또는
박피 작업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면서도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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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12)의 최적의 길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설계 변경하여 형
성시킬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박피절단기의 사용 시 엄지손가락과검지손가락
의 위치 관계는 사용자의 손가락 길이나 사용 방법, 탄성편(11) 및 받침면(13) 자체의
크기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검지손가락의 부상 방지 효과는 연결
편(12)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 없이 단지 연결편(12)에 의해 탄성편(11a, 11b)과
받침면(13)이 이격되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효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가 일정거리 이격된 탄성편(11a, 11b)과 받
침면(13)에 관한 구성으로부터 자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박피블레이드(5a)의 지지부(7) 측으로의 끝단 부분’
과 ‘지지부(7)가 본체(1)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붉은색 동그
라미 부분)되어 있어 선행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박피블레
이드(5a)가 지지부(7)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검지손가락의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
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③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도시된 아래 도면(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의하면, 검지손가락이 본체(1) 아래에 밀착하지 않고 엄지손가락과동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
찬가지로 검지손가락의 부상은 당연히 방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다) 차이점 3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3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
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본체(1)와 지지부(7) 사이를 단순하게 상향
절곡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절곡점은 단수 또는 복수로 구비하여 받침면(13)이 일정 각도로 상향 경
사지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의 박피
기 사용 시 편의에 따라 본체(1)와 지지부(7)가 연결된 부분을 상향 절곡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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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1)와 지지부(7)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되어 있고, 위 지지부(7)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시 환형으로 만들 수 있으며,
본체(1)의 좌우측단에 형성되는 박피블레이드(5a)는 하면 쪽으로 측단을 따라 직각으
로 형성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제4면 제5, 10, 11행 및 제5면 1, 2행 참조),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의 박피블레이드(5a)와 연결되는 본체(1) 및 지지부
(7) 등과 같은 박피기의 구성요소들은 절곡이 가능한 재질로 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의 박피블레이드(5a)는 지지부(7)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서부터 형성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본체(1)와 지지부
(7)의 연결 부분을 절곡 등을 통해 변형시킴에 있어 박피블레이드(5a)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상 박피 장치 사용 시 박피 장치에 끼워 사용하는 손가락이 박피 장치
와 가깝게 밀착될 때 조작이 더 용이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절곡점이 ‘단수 또는 복수’로
구비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절곡점이 ‘단수’로 구비될 경우는 연결편이 없는 선행발명의 본체(1)와
지지부(7)의 연결 부분이 절곡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연결편과 엄
지손가락 끼움부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단수로 절곡점이 형성되는 경우는 선행발
명에서 ‘본체(1)와 지지부(7)가 연결되는 부분’이 절곡될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받침면(13)과 연결편(12)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단수로 절곡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발명에서 ‘본체(1)와 지지부(7)가 연결되는 부분’이 절곡될 경우와 형성된 위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로 인한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받침면(13)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토록
함으로써 박피와 절단을 위한 사용 시 조작의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절단
시 보강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단한 것도 간단하게 절단작업도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문단번호 [0028]), 이는 사용자의 사용 방법, 사용자
의 엄지손가락의 길이나 엄지손가락 마디의 위치, 탄성편(11a, 11b) 및 받침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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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크기, 연결편(12)의 길이, 절단날(2)의 날부분의 상태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효과가 반드시 받침면(13)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됨으로
써 발생되는 효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차이점 4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4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가 선행발
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13)에 포함되는 후렌지(13b)에 대하
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13)은 외부에서 중심으로 경사진
오목부를 포함하면서 직각으로 하향절곡된 절곡면(14)과 연결되는 것인데, 위 받침면
(13)은 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 직각으로 하향절곡된 절곡면(14)과 연결되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폭의 평면상 후렌지(13b)와 같은 형태의 구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이외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후렌지(13b)’를 구비함에 따른 기
술적인 의의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발명의 본체(1)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13)과 같이 원형
의 구조가 아니어서 외측 둘레 부분에 반드시 후렌지와 같은 구성이 형성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후렌지와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
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설계 변경하여 형성시킬 수 있는 정도에 불
과하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살(15)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원형의 구조를 갖는 받침면(13)이 직각으로 절곡된 절곡면
(14)과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살(15)과 같은 구성이 없을 경우에는 한 점에서만 연결
부분을 갖게 되거나11) 받침면(13)은 원형의 일부분이 절단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받침면(13)이 원형의 구조를 가지면서 위 연결 부분의 면적을 크게 하
기 위하여 연결살(15)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선행발명의 본체(1)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받침면(13)과 달리 원형
의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연결살(15)과 같은 구성을 추가로 형성해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연결살(15)과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설계 변경하여 형성시킬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연결살(15)이 갖는 효과로, 이 사건 출원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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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세서에는 “연결살(15)은 받침면의 후렌지(13b)에서 수평으로 연장되어지고,
받침면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하면서 좌우로 동일한 폭으로 연장되게 형성하여 절곡
에 의하여 직사각형의 절곡면(14)을 구비할 경우에 제작의 용이성을 제공토록 하면서
직각으로 절곡된 직사각형의 절곡면(14)의 선단에 구비된 절단날(2)을 사용할 경우에
지지력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문단번호 [0025]),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체(1)의 양측변에서 직각으로 하향 절곡된 박피블레이드(5a)
는 직선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박피블레이드(5a)의 전체 길이가 본체(1)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제1도 참조) 위와 같
이 양측변에 하향 절곡된 박피블레이드(5a)를 사용할 경우 우수한 지지력을 나태낼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후렌지(13b)나 연결살(15)을 형성함에 따
른 기술적인 의의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차이점 5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5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은 절곡면(14)의 폭을 받침면(13)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함으로써 절단날
(2)의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절곡면(14)의 돌출된 길이는 오목면(13a)이 하
방으로 돌출되어진 길이보다 하방으로 더 돌출되게 형성함으로써 절단이 용이하도
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본체(1)의 양측변에서 하향절곡된 박
피블레이드(5, 5a)의 전체 길이가 본체(1)와 연결되어 있고, ‘박피블레이드(5a)의 지
지부(7) 측으로의 끝단 부분’과 ‘지지부(7)가 본체(1)와 연결 또는 접합되는 부분’이
이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도 박피블레
이드(5a)의 전체 길이(또는 폭)가 본체(1)의 측변이 갖는 길이(또는 폭)보다 작게 형
성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절단날
(박피블레이드)의 폭을 작게 형성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라 보기 어렵다.
③ 그리고 오른쪽 도면과 같이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제1도에 본체(1)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과 겹치도록 직선(두개의 붉은 색의 선)을 도시해 보면, 바깥쪽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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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닌 직선 구간을 포함하고 있고13),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의 박피블레이드(5, 5a)도 곡면이 아닌 직선
상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더욱이 오른쪽 도면과 같이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제2도에 경사진 오목면의
길이와 박피블레이드의 길이를 도시해 보면(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사진 오목
면의 길이’에 해당하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박피블레이드의 길이’에 해당한
다), 박피블레이드(5, 5a)의 길이가 경사진 오목면의 길이보다 더 길어, 결과적으로
선행발명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박피블레이드(5, 5a)의 돌출된 길
이는 경사진 오목면이 돌출되어진 길이보다 더 돌출되게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442 -

www.kipo.go.kr

Ⅳ. 전기전자 ․ 정보통신 분야

1. 2019허3236 거절결정(특) 2020. 5.15. 선고, 심결취소
2. 2019허3243 거절결정(특) 2020. 5.15. 선고, 심결취소
3. 2019허4819 거절결정(특) 2020. 5.15. 선고, 청구인용
4. 2019허6334 거절결정(특) 2020. 6.19. 선고, 심결취소
5. 2019허8750 거절결정(특) 2020. 1.17. 선고, 청구기각
6. 2020허97

거절결정(특) 2020.10.23. 선고, 청구기각

7. 2020허1670 취소결정(특) 2020. 7.23. 선고, 청구일부인용
8. 2020허2345 거절결정(특) 2020. 9.18. 선고, 청구기각
9. 2020허2826 거절결정(특) 2020.10.30. 선고, 청구인용

- 443 -

1. 2019허3236 거절결정(특) 2020. 5. 15.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영상 복호화 장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20631

2017원4069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
정되는지 여부
 을 제1-1호증 : 무효처분통지서(제10-2010-0038158호,
2010.06.15)
 을 제1-2호증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10-2010-0038158호)
 을 제1-3호증 : 분할출원서(출원번호 제10-2016-7020631호,
2016.07.27)

입증방법

 을 제1-4호증 : 최종명세서(출원번호 제10-2016-7020631호,
2017.02.22)
 을 제2-1호증 : JCTVC-E603 버전별 공지일(phenix)
 을 제2-2호증 : JCTVC-E603 v1 (JCT-VC, 2011.03.30)
 을 제2-3호증 : JCTVC-E603 v8 (JCT-VC, 2011.06.27)
 을 제2-4호증 : JCTVC-E335 (JCT-VC, 2011.03.16)
 을 제3호증 : H.264 AVC 알고리즘 이해와 프로그램 분석
(네이버도서, 2009.09.3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
성은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1차원의 양자화

심결요지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
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샘플값을 계산하고, 현재 변환 유닛들은 4x4의 서브
셋들로 분할되고,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어 처리되고, 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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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모드에 따라 scanType을 결정하고,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며,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의 ‘인트
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
을 스캔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전혀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
지 않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기 위
한 스캔 패턴이 현재 블록에 대해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에 개시되어 있는 테이블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34)를 살펴보면,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0, 1, 2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 0부터 33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다
르게 결정(고정되지 않음)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
대상발명에서도 구성요소 5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이 분명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
을 살펴보면, “현재의 변환유닛은 4x4 샘플들의 서브셋들로 분할
되어진다. 그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중략)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
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로부터 비교대
상발명에서도 양자화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복수의 서브셋
들을 대상으로 지그재그 스캔과 역지그재그 스캔을 수행(스캔과 역
스캔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
은 수긍하기 어렵다.

34) 비록 비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의 내용물에는 삭제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테이블 8.11’이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교대상발명에 존재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테이블 8.11’을 보고 그
기재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8.11’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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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발명과의 차이점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양자화 블록의 크
기가 8×8이면(4×4를 초과하면), 이를 한꺼번에 역스캔하여 양자
화 블록을 생성하지 않고 분할된 작은 단위(서브셋)별로 역스캔하
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2의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복수 개의 서브
셋들을 역스캔하는 데 있어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
캔 패턴을 이용’하고 특히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수직 스캔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는 구성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표 8-11에는 다음과 같이 변환
블록의 크기와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스캔타입3)을 달리하는
점, 특히 변환 블록의 크기가 8×8(nS;8)이고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intraPredMode; 1)4)인 경우 적용되는 스캔 패턴
판결요지
(청구기각)

(ScanType)은 수직 스캔(ScanType; 2)이라는 점이 개시되어 있
기는 하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의 표 8-11에 대한 제목과 그 내용 전부는
삭제표시(-)를

동반하고

있는바,

위

표

8-11은

문서번호

JCTVC-E603의 1번째 버전(갑 제7호증, 이하 ‘1번째 버전’이
라 한다)에는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인 문서번호 JCTVC-E603의
2번째 버전(갑 제6호증)에 이르러서는 삭제된 것이고, 1번째 버전
에 기재되었던 표 8-11에 대한 설명(선행발명의 문단번호 8-153
내지 8-157 참조)도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르러서는 마찬가
지로 삭제되었다.
다) 한편,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고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르러 대체된 것은 문단번호 8-152로
서, 주요 내용은 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각 서브셋이 4×4 크기
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
는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하고 서브셋들은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한
다는 것이다. 즉 선행발명으로 버전이 갱신되면서 1번째 버전에 있
던 인트라 예측 모드와 블록 크기에 따라 스캔 패턴을 달리 적용하
는 사항이 삭제되고, 8x8 이상의 크기를 갖는 블록을 4x4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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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한 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을 지그재그 패턴으로 고정하는 사항으로
대체된 것이다. 잔차 블록을 부호화하는 구문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선행발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에도 각 서
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연속선상에서 일부가 수정되는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
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갱신되면서 통째로 삭제된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내용을 단지 삭제되기 이전의 흔적이 남
아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참조할 이유
가 없어 보인다. 또한 2번째 버전으로 갱신되면서 변환 계수를 스
캔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에 명확히 개시된 기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문단번호 8-152 참조) 사이즈가 큰 블록을 서브셋(각
서브셋의 크기는 4×4)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셋과 서브셋들을 고
정된 지그재그 패턴에 의해 스캔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을 토대로 서브셋으로 분할된 각 서브셋 내의 변
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방식에 인트라 예측 모드가 상관되
도록 변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 설령 1번째 버전에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으로 갱신되면서
삭제된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한 흔적을 선행발명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그 삭제된 내용이 선행발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
이 아닌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행발명에 삭제 표시된 1번째 버전에서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는 규모가 큰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
할하여 스캔하는 개념을 결여한 채 단지 인트라 스캔 패턴을 인트
라 예측 모드와 상관시키는 사항만 개시되어 있다는 점, 선행발명
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은 물론이고 1번째
버전의 동일한 절에도 변환 계수, 나아가 유의 맵을 스캔하는 패턴
에조차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에 뒤이어 6차례나 더 갱신된 8번째 버전(을 제2호증
의 3)의 해당 부분(134면, 문단번호 8-191, 8-192 참조)을 보더
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지 않는 선행발명의 앞서 본 사항(문단번호
8-152)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점, 위 8번째 버전의 7.3.10절
(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을 보더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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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은 지그재그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1번
째 버전의 표 8-11과 동일한 표7-15, 즉 스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는 기술이 유의맵을 스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
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기술
자라도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표 8-11에서의 스캔 방식(블록
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히 그 토대를 갖
추기 시작한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
인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수 및 서브
셋들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나
를 쉽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1
번째 버전과 선행발명에서의 개별적인 스캔 방식을 결합하는 것 자
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합하더라도 이미 대체된 선행발명의 스
캔 방식에 대체되기 이전의 표 8-11을 다시 가져와 접목시키는
방식으로의 결합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바) 따라서 위 차이점은 어느 모로 보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
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및 인트라 예측모드를 복원하고, 상기 1
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이하
‘구성 1’이라 합니다);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
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이하 ‘구성
2’라 합니다);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하
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변환복
호화부(이하 ‘구성 3’이라 합니다); 및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더하
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이하 ‘구

[선행발명]
선행발명에는 엔트로피 디코딩 구성,
변환 계수 레벨을 역스캐닝하는 과정,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주변 블록의
샘플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재구성된 픽처를 생성하는 구성 및 샘
플값이 인트라 예측에 이용가능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샘플로 대체하
고 인트라 예측모드와 현재 블록의 크
기에 따라 예측 샘플을 생성하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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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4’라 합니다);를 포함하고, 상기 양자
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상기 엔트로
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1
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상기 인
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
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이
하 ‘구성 5’라 합니다),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
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패턴
은 수직 스캔이고(이하 ‘구성 6’이라
합니다),
상기 양자화 블록의 양자화 계수들 각각
이 0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로 구성
된 맵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스캔패턴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
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
한 스캔패턴과 동일한 것을(이하 ‘구성
7’이라 합니다)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에서는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고정된 스캔패턴으로 역스캔하므로 이 사건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은 그 구성·효
과가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
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수직 스캔” 특징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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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수직 스캔” 특징을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
가 선행발명에 삭제표시된 ‘스캔방식(블록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
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위 삭제표시에 대체된
기재인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인 서브셋으로 분할
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수 및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
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위 상이한 스캔
방식을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 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특허법원의 위 판단이 특허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 법리오해, 판단누
락 및 심리미진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

엔트로피 슬라이스 플래그에 따라 엔트

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로피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 레지

및 인트라 예측 모드를 복원하고, 상기

듀얼(residual) 샘플을 계산하기 위해 디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터 양자화

코딩 과정에서 양자화와 변환과정을 수

블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행하는 것
(단락 7.3.7, 7.3.10, 7.4.3, 8.3, 8.5.1)

2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측 블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이용한 코딩 유닛들

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의 복호화(디코딩)에 관한 것
(단락 8.3, 8.3.3)

3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

예측 잔차와 그 변환 계수를 양자화하는

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변

것, 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변환을 통

환복호화부; 및

해 샘플값을 계산하는 것
(단락 0.6, 7.3.7, 7.3.10, 8.3, 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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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4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더

인트라/인터 예측을 통해 예측하고, 예측

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를 포

된 레지듀얼(residual)값을 변환하는 것

함하고,

(단락 0.6, 7.3.7, 7.3.10)

상기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상

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예

샘플값을 계산하는 것; 현재 변환 유닛

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

들은 4x4의 서브셋들로 분할되는 것; 서

용하여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어 처리되는

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

것, 인트라예측모드에 따라 scanType을

성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하는 것;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는 것; 서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

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

화 블록을 생성하며,

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
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지는
것(단락 8.5.2, 8.5.4.3)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테이블 8.11에는, 인트라예측모드(IntraP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redMode)가 1(수평 모드)인 경우, nS=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4, 8일 때 스캔타입(scanType)이 2(수

패턴은 수직 스캔이고,

직 스캔)라고 개시되어 있다.
테이블 8.11 Specification of scanTyp
e에는 인트라예측모드에 따라 스캔타입
이 0,1,2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인트라예
측모드 0부터 33에 따라 scanType을
달리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단락 8.5.

6

2에 기재된 수식으로부터 scanType이 0인
경우 지그재그스캔이고, 1이면 수평 스
캔, 2이면 수직 스캔임이 개시되어 있다.
그림 8-1과 테이블 8-4에는 인트라예
측모드 0은 수직모드(Verticle), 1은 수
평모드(Horizontal), 2는 DC모드를 의미
한다고 개시되어 있다. (단락 8.3.1, 8.
3.3.1,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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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7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상기 양자화 블록의 양자화 계수들 각각

중요도 맵(significance map)을 위해서

이 0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로 구

는, 지그재그 스캔이 유일한 스캔 방법

성된 맵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스캔 패

은 아니다. 단락 8.5.2에서 예전에 정의

턴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된 다른 스캔들이 아직 정의되어질 필요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

가 있다.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

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동일한 것

서에 따라 진행되고, 16개의 변환 계수
값들은 스캐닝 위치에서 역지그재그 스
캔 순서를 이용하여 매핑됨
(단락 7.3.10, 8.5.2)

1. 구성요소 1 내지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양자화 블록
의 크기가 8x8이면,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
을 이용하여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
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
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샘플값을 계산
하고, 현재 변환 유닛들은 4x4의 서브셋들로 분할되고,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
어 처리되고, 인트라예측모드에 따라 scanType을 결정하고,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며,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
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전혀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
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이 현재 블록에 대해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에 개시되어 있는 테이블 8.11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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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anType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35)를 살펴보면, 인트라 예측 모드
(IntraPredMode)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0, 1, 2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 0부터 33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다르게 결정(고정
되지 않음)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구성요소 5의 ‘인
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
이 분명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을 살펴
보면, “현재의 변환유닛은 4x4 샘플들의 서브셋들로 분할되어진다. 그 서브셋들은 지
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중략)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양자화 블
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복수의 서브셋들을 대상으로 지그재그 스캔과 역지그재
그 스캔을 수행(스캔과 역스캔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의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복
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수직 스
캔인 것”은 비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에서 인트라예측모드(IntraPredMode)가 1(수
평 모드)이면, nS=4, 8의 스캔타입(scanType)이 2(수직 스캔)36)인 것”과 대응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은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역스캔’ 패턴
이 결정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에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스캔’ 타입
(scanType)이 결정되는 것이 개시되어 있을 뿐,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역스캔’ 타
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
나(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송신단의 영상 부호화장치에서 영상신호를 압축해서 수
신단으로 전송할 경우, 수신단의 영상 복호화장치에서는 부호화장치에서 압축시 사
용한 기법 및 방식과 동일한 기법 및 방식(역압축 기법)을 해당 영상신호를 복원하는

35) 비록 비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의 내용물에는 삭제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테이블 8.11’이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교대상발명에 존재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테이블 8.11’을 보고 그
기재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8.11’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
하다.
36) 비교대상발명의 그림 8-1과 테이블 8-4로부터,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 1은 ‘수평 모드’
를 지칭함을 알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의 수식 8-152, 8-153, 8-154로부터, 스캔타입
(scanType) 0은 ‘지그재그 스캔’, 스캔타입(scanType) 1은 ‘수평 스캔’, 스캔타입(scanType) 2는 ‘수
직 스캔’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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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고, 이는 당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
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 ‘그림 8-1’, ‘테이블 8-4’ 등의 기재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은 서브셋들에 대해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고,
각각의 서브셋 내의 양자화 계수에 대해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에 비교대상발명은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과 디코더에서 사용
되는 양자화 계수 역스캐닝 기법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은
모두 ‘지그재그(zigzag)’라고 하는 동일한 스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37), 그 스
캔 패턴(스캔 타입)이 동이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7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양자화 블록
의 양자화 계수들 각각이 0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로 구성된 맵 정보를 복원하
기 위한 스캔 패턴은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동일한 것(중요도 맵(significance map)을 위해서는, 지그
재그 스캔이 유일한 스캔 방법은 아니고, 단락 8.5.2에서 예전에 정의된 다른 스캔들
이 아직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16개의 변환 계수 값들은 스캐닝 위치에서 역지그재그 스캔 순서를 이용하여 매핑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5. 정리
이상의 대비결과를 정리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7) ‘지그재그(zigzag)’ 스캔과 ‘역지그재그(reverse zigzag)’ 스캔은 그 스캔 원리(지그재그식 스캔)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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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표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0.6 Overview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스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Finally, the motion vectors or intraprediction

계수 및 인트라 예측모드를 복원하고,

modes are combined with the quantised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터

transform coefficient information and encoded

양자화

using either variablelength coding or arithmetic

블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coding.”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을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coefficients

상기

양자화

역변환하여

블록을
잔차

역양자화

블록을

및

생성하는

8.3.3.1 Intra sample prediction
8.5.3 Scal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역양자화/변환복호화부; 및

8.5.4

Transformation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transform coefficients

더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

3.Definitions

process

for

scaled

"3.95 residual: The decoded difference between
a prediction of a sample or data element and
its decoded value."

2

상기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coefficients

예측모드에

스캔패턴을

“The current transform unit is divided into

이용하여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nS>>2)*(nS>>2) subsets of 4*4 samples. The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subsets are processed in zig-zag scan order.".

생성하고,

”For every subset s, the 16 transform coefficient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level at scanning position n are mapped to the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position(i, j) in the array c using the reverse

서브셋들을

zig-zag scan.“

따라

결정된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

Table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nS ][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IntraPredMode ]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Table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nS ][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IntraPredMode ]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

스캔패턴은 수직 스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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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양자화 블록의 양자화 계수들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각각이 0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로

coefficients

구성된

위한

“For every subset s, the 16 transform coefficient

스캔패턴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level at scanning position n are mapped to the

계수를

position(i, j) in the array c using the reverse

맵

정보를

역스캔하여

복원하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패턴과

zig-zag scan.“

동일한 것

7.3.10 Residual coding CABAC syntax

2. 선행발명과의 차이점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8이면(4×4를
초과하면), 이를 한꺼번에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지 않고 분할된 작은 단
위(서브셋)별로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
발명에는 구성요소 2의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
하는 데 있어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고 특히 ‘인트
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수직 스캔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는
구성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표 8-11에는 다음과 같이 변환 블록의 크기와 인트
라 예측 모드에 따라 스캔타입3)을 달리하는 점, 특히 변환 블록의 크기가 8×8(nS;8)
이고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intraPredMode; 1)4)인 경우 적용되는 스캔 패턴
(ScanType)은 수직 스캔(ScanType; 2)이라는 점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의 표 8-11에 대한 제목과 그 내용 전부는 삭제표시(-)를 동반하
고 있는바, 위 표 8-11은 문서번호 JCTVC-E603의 1번째 버전(갑 제7호증, 이하 ‘1번
째 버전’이라 한다)에는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인 문서번호 JCTVC-E603의 2번째 버
전(갑 제6호증)에 이르러서는 삭제된 것이고, 1번째 버전에 기재되었던 표 8-11에 대
한 설명(선행발명의 문단번호 8-153 내지 8-157 참조)도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
르러서는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다) 한편,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고 2번째 버전인 선행발
명에 이르러 대체된 것은 문단번호 8-152로서, 주요 내용은 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각 서브셋이 4×4 크기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각 서브셋 내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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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하고 서브셋들은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한다는 것이다.
즉 선행발명으로 버전이 갱신되면서 1번째 버전에 있던 인트라 예측 모드와 블록 크
기에 따라 스캔 패턴을 달리 적용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8x8 이상의 크기를 갖는 블
록을 4x4 크기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한 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을 지그재그 패턴으로 고정하는 사항으로 대체된 것이다.
잔차 블록을 부호화하는 구문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선행발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에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
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연속선상에서 일부가 수정되는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
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갱신되면서 통째로 삭제된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내용을
단지 삭제되기 이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
이 참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2번째 버전으로 갱신되면서 변환 계수를 스캔하
는 기술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에 명확히 개시된 기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문단번호
8-152 참조) 사이즈가 큰 블록을 서브셋(각 서브셋의 크기는 4×4)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셋과 서브셋들을 고정된 지그재그 패턴에 의해 스캔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
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을 토대로 서브셋으로 분할된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방식에 인트라 예측 모드가 상관되도록 변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 설령 1번째 버전에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으로 갱신되면서 삭제된 표 8-11과 그
에 대한 설명에 대한 흔적을 선행발명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그 삭제된 내용이 선행
발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닌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참
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행발명에 삭제 표시된 1번째 버전에서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는 규모가 큰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스캔하는 개념을 결여한
채 단지 인트라 스캔 패턴을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시키는 사항만 개시되어 있다
는 점, 선행발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은 물론이고 1번째 버전
의 동일한 절에도 변환 계수, 나아가 유의 맵을 스캔하는 패턴에조차 인트라 예측 모
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에 뒤이어 6차례나 더 갱신
된 8번째 버전(을 제2호증의 3)의 해당 부분(134면, 문단번호 8-191, 8-192 참조)을 보
더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
관하지 않는 선행발명의 앞서 본 사항(문단번호 8-152)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점,
위 8번째 버전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을 보더라도 서브셋 내 변
환 계수와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은 지그재그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동일한 표7-15, 즉 스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는 기술이 유의맵
을 스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통
- 458 -

상의 기술자라도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표 8-11에서의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히 그 토대를 갖추기 시작한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인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수 및 서브셋들
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1번째 버전과 선행발명에서의 개별적인 스
캔 방식을 결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합하더라도 이미 대체된 선행발
명의 스캔 방식에 대체되기 이전의 표 8-11을 다시 가져와 접목시키는 방식으로의
결합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바) 따라서 위 차이점은 어느 모로 보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
이다.
4. 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
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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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허3243 거절결정(특) 2020. 5. 15.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영상 복호화 장치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20633

2017원4070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
정되는지 여부
 을 제1-1호증 : 무효처분통지서(제10-2010-0038158호,
2010.06.15)
 을 제1-2호증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제10-2010-0038158호)
 을 제1-3호증 : 분할출원서(출원번호
제10-2016-7020631호, 2016.07.27)

입증방법

 을 제1-4호증 : 최종명세서(출원번호
제10-2016-7020631호, 2017.02.22)
 을 제2-1호증 : JCTVC-E603 버전별 공지일(phenix)
 을 제2-2호증 : JCTVC-E603 v1 (JCT-VC, 2011.03.30)
 을 제2-3호증 : JCTVC-E603 v8 (JCT-VC, 2011.06.27)
 을 제2-4호증 : JCTVC-E335 (JCT-VC, 2011.03.16)
 을 제3호증 : H.264 AVC 알고리즘 이해와 프로그램
분석(네이버도서, 2009.09.3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
성은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인트라

심결요지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
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샘플값을 계산하고, 현재 변환 유닛들은 4x4의 서브
셋들로 분할되고,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어 처리되고,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scanType을 결정하고,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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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며,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
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
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
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의 ‘인트
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
들을 스캔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전혀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이 현재 블록에 대해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에 개시되어 있는 테이블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38)를 살펴보면,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0, 1, 2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 0부터 33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다
르게 결정(고정되지 않음)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
대상발명에서도 구성요소 5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이 분명하
게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을 살펴보면, “현재의 변환유닛은 4x4 샘플들의 서브셋들로
분할되어진다. 그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
다. (중략)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
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양자화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복수의
서브셋들을 대상으로 지그재그 스캔과 역지그재그 스캔을 수행(스
캔과 역스캔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8) 비록 비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의 내용물에는 삭제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테이블 8.11’이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교대상발명에 존재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테이블 8.11’을 보고 그
기재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8.11’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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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
성은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
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동일하다(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
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된다)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39).
(영상신호를 DCT, 양자화, 지그재그 스캐닝(zigzag Scanning),
허프만 코딩 단계를 거쳐 압축한 후 수신단으로 전송하면, 수신단
의 복호화 과정에서는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고(역
으로 읽어 들여 배열하고),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복수 개
의 서브셋들을 역지그재그 스캔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기술분야
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은 서브셋들에 대해 순방향 지그재
그 스캔을 적용하고, 각각의 서브셋 내의 양자화 계수에 대해 역
방향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은 인코
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과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역스캐닝 기법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

러나, 비교대상발명의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은 모두 ‘지그재그(zigzag)’라고 하는 동일한
스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40), 그 스캔 패턴(스캔 타입)이
동이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표 8-11에는 다음과 같이 변환
블록의 크기와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스캔타입3)을 달리하는
점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39)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에서는, 양자화 변환 계수 및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한
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스캔 패턴으로 역스캔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는바,
구성요서 6의 ‘역스캔’은 ‘역지그재그스캔’도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스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항 1이 아닌, 청구항 2에 개시되어 있다.
40) ‘지그재그(zigzag)’ 스캔과 ‘역지그재그(reverse zigzag)’ 스캔은 그 스캔 원리(지그재그식 스캔)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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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선행발명의 표 8-11에 대한 제목과 그 내용 전부는
삭제표시(-)를 동반하고 있는바, 위 표 8-11은 문서번호
JCTVC-E603의 1번째 버전(갑 제7호증, 이하 ‘1번째 버전’이
라 한다)에는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인 문서번호 JCTVC-E603의
2번째 버전(갑 제6호증)에 이르러서는 삭제된 것이고, 1번째 버전
에 기재되었던 표 8-11에 대한 설명(선행발명의 문단번호 8-153
내지 8-157 참조)도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르러서는 마찬가
지로 삭제되었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다) 한편,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고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르러 대체된 것은 문단번호 8-152로서,
주요 내용은 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각 서브셋이 4×4 크기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는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하고 서브셋들은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한다
는 것이다. 즉 선행발명으로 버전이 갱신되면서 1번째 버전에 있
던 인트라 예측 모드와 블록 크기에 따라 스캔 패턴을 달리 적용
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8x8 이상의 크기를 갖는 블록을 4x4 크기
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한 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
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을 지그재그 패턴으로 고정하는 사
항으로 대체된 것이다. 잔차 블록을 부호화하는 구문이 구체적으
로 개시된 선행발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에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
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연속선상에서 일부가 수정되는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
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갱신되면서 통째로 삭제된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내용을 단지 삭제되기 이전의 흔적이 남
아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참조할 이
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2번째 버전으로 갱신되면서 변환 계수를
스캔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에 명확히 개시된 기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문단번호 8-152 참조) 사이즈가 큰 블록을 서브셋
(각 서브셋의 크기는 4×4)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셋과 서브셋들을
고정된 지그재그 패턴에 의해 스캔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을 토대로 서브셋으로 분할된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방식에 인트라 예측 모드
가 상관되도록 변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 설령 1번째 버전에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으로 갱신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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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한 흔적을 선행발명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그 삭제된 내용이 선행발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닌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행발명에 삭제 표시된 1번째 버전에서
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는 규모가 큰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스캔하는 개념을 결여한 채 단지 인트라 스캔 패턴을 인
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시키는 사항만 개시되어 있다는 점, 선행발
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은 물론이고 1번
째 버전의 동일한 절에도 변환 계수, 나아가 유의 맵을 스캔하는
패턴에조차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에 뒤이어 6차례나 더 갱신된 8번째 버전(을 제
2호증의 3)의 해당 부분(134면, 문단번호 8-191, 8-192 참조)을
보더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에 인
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지 않는 선행발명의 앞서 본 사항(문단번
호 8-152)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점, 위 8번째 버전의 7.3.10
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을 보더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은 지그재그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1
번째 버전의 표 8-11과 동일한 표7-15, 즉 스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는 기술이 유의맵을 스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
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기술
자라도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표 8-11에서의 스캔 방식(블록
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히 그 토대를 갖
추기 시작한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
인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수 및 서브
셋들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
나를 쉽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1번째 버전과 선행발명에서의 개별적인 스캔 방식을 결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합하더라도 이미 대체된 선행발명의
스캔 방식에 대체되기 이전의 표 8-11을 다시 가져와 접목시키는
방식으로의 결합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바) 따라서 위 차이점은 어느 모로 보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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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트
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인

[선행발명]
선행발명에는 엔트로피 디코딩 구성, 변

트라 예측 모드 및 맵 정보를 복원하고, 상

환 계수 레벨을 역스캐닝하는 과정, 인트

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터 양자

라 예측모드에 따라 주변 블록의 샘플을

화 블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이

이용하여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재구성된

하 ‘구성 1’이라 합니다);

픽처를 생성하는 구성 및 샘플값이 인트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을

라 예측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이하 ‘구성 2’라 합

이용가능한 샘플로 대체하고 인트라 예

니다);

측모드와 현재 블록의 크기에 따라 예측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하

샘플을 생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습

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변환복

니다.

호화부(이하 ‘구성 3’이라 합니다); 및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더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이하 ‘구성 4’라
합니다);를 포함하고,
상기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예측 모
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
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
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
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
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이
하 ‘구성 5’라 합니다),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
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패턴과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
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
기 위한 스캔패턴은 동일하고(이하 ‘구성 6’
이라 합니다),
상기 맵 정보를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
록 내의 계수가 0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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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를 복원하기 위한 스캔패턴은 상기 1
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상
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
캔패턴과 동일한 것을(이하 ‘구성 7’이라 합
니다) 특징으로 하는 영상 복호화 장치.

◈ 원고 주장
1. 선행발명에서는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고정된 스캔패턴으로 역스캔하므로 이 사건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은 그 구성·효
과가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특징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하여 상
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 특징을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삭제표시된
‘스캔방식(블록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
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위 삭제표시에 대체된 기재인 ‘스캔 방식(블록의 크
기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인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수 및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위 상이한 스캔방식을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 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의 위 판단이 특허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 법리오해,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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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
트 스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1

변환 계수, 인트라 예측 모드 및
맵 정보를 복원하고,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터 양자화 블

엔트로피 슬라이스 플래그에 따라 엔트로피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

레지듀얼

(residual) 샘플을 계산하기 위해 디코딩 과
정에서 양자화와 변환과정을 수행하는 것
(단락 7.3.7, 7.3.10, 7.4.3, 8.3, 8.5.1)

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2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
측 블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인트라 예측 모드를 이용한 코딩 유닛들의
복호화(디코딩)에 관한 것
(단락 8.3, 8.3.3)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 및 예측 잔차와 그 변환 계수를 양자화하는 것,
3

역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변환을 통해 샘플
역양자화/변환복호화부; 및

값을 계산하는 것
(단락 0.6, 7.3.7, 7.3.10, 8.3, 8.5.4.3)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 인트라/인터 예측을 통해 예측하고, 예측된
4

을 더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 레지듀얼(residual)값을 변환하는 것
산부; 를 포함하고,

(단락 0.6, 7.3.7, 7.3.10)

상기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
면, 상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1차원
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5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상
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
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
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
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

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샘
플값을 계산하는 것; 현재 변환 유닛들은
4x4의 서브셋들로 분할되는 것;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어 처리되는 것, 인트라예측
모드에

따라

scanType을

결정하는

것;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는 것;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
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
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
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
되어지는 것
(단락 8.5.2, 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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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
6

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
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동일하고,

상기 맵 정보를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 내의 계수가 0인지 여
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복원하기
7

위한 스캔 패턴은 상기 1차원의 양
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
한 스캔 패턴과 동일한 것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
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
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진다. (단락
8.5.2)

중요도 맵(significance map)을 위해서는,
지그재그 스캔이 유일한 스캔 방법은 아니
다. 단락 8.5.2에서 예전에 정의된 다른 스
캔들이 아직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서브
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
고, 16개의 변환 계수 값들은 스캐닝 위치
에서 역 지그재그 스캔 순서를 이용하여 매
핑됨
(단락 7.3.10, 8.5.2)

1. 구성요소 1 내지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양자화 블록
의 크기가 8x8이면,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
을 이용하여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
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
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16개의 샘플값을 1차원 역 변환을 통해 샘플값을 계산
하고, 현재 변환 유닛들은 4x4의 서브셋들로 분할되고,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되
어 처리되고, 인트라예측모드에 따라 scanType을 결정하고, scanType은 인트라 예측
모드와 서브셋에 따라 결정되며,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
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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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의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전혀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
캔하기 위한 스캔 패턴이 현재 블록에 대해 결정된 인트라 예측 모드와는 전혀 관계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에 개시되어 있는 테이블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41)를 살펴보면, 인트라 예측 모드
(IntraPredMode)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0, 1, 2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인트라
예측 모드(IntraPredMode) 0부터 33에 따라 스캔타입(scanType)이 다르게 결정(고정
되지 않음)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바,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구성요소 5의 ‘인
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에 의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것’
이 분명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의 단락 8.5.2을 살펴
보면, “현재의 변환유닛은 4x4 샘플들의 서브셋들로 분할되어진다. 그 서브셋들은 지
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중략)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되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양자화 블
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복수의 서브셋들을 대상으로 지그재그 스캔과 역지그재
그 스캔을 수행(스캔과 역스캔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1차원의 양
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복
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동일하다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모든 서브셋들에 대해서, 스캐닝
위치 n에 위치한 16개의 변환 계수 레벨은 역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는 어레이 c에
존재하는 위치(i, j)에 매핑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42).
41) 비록 비교대상발명의 ‘테이블 8.11’의 내용물에는 삭제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테이블 8.11’이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교대상발명에 존재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테이블 8.11’을 보고 그
기재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8.11’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
하다.
4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에서는, 양자화 변환 계수 및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한
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스캔 패턴으로 역스캔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는바,
구성요서 6의 ‘역스캔’은 ‘역지그재그스캔’도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스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항 1이 아닌, 청구항 2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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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를 DCT, 양자화, 지그재그 스캐닝(zigzag Scanning), 허프만 코딩 단계를
거쳐 압축한 후 수신단으로 전송하면, 수신단의 복호화 과정에서는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고(역으로 읽어 들여 배열하고),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지그재그 스캔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은 서브셋들에 대해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
고, 각각의 서브셋 내의 양자화 계수에 대해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은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과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역스캐닝 기법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 스캐닝 기법
은 모두 ‘지그재그(zigzag)’라고 하는 동일한 스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43), 그
스캔 패턴(스캔 타입)이 동이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7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맵 정보를 역
스캔하여 양자화 블록 내의 계수가 0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복원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과 동일한 것(중요도 맵(significance map)을 위해서는, 지그재그 스캔
이 유일한 스캔 방법은 아니고, 단락 8.5.2에서 예전에 정의된 다른 스캔들이 아직 정
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서브셋들은 지그재그 스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16개의 변환
계수 값들은 스캐닝 위치에서 역지그재그 스캔 순서를 이용하여 매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5. 정리
이상의 대비결과를 정리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3) ‘지그재그(zigzag)’ 스캔과 ‘역지그재그(reverse zigzag)’ 스캔은 그 스캔 원리(지그재그식 스캔)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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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표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
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인트라 예측 모드 및 맵 정보를 복원하
고,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로부
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는 엔트로피 복
호화부;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
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 및 역변환
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변
환복호화부; 및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더
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

2

상기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상
기 엔트로피 복호화부는 상기 인트라 예
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패턴을 이용
하여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
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
캔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
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

3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
캔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
하기 위한 스캔패턴과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
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패턴은 동일하
고,

0.6 Overview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Finally, the motion vectors or intraprediction
modes are combined with the quantised
transform coefficient information and encoded
using either variablelength coding or
arithmetic coding.”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8.3.3.1 Intra sample prediction
8.5.3 Scal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8.5.4 Transformation process for scaled
transform coefficients
3.Definitions
"3.95 residual: The decoded difference
between a prediction of a sample or data
element and its decoded value."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The current transform unit is divided into
(nS>>2)*(nS>>2) subsets of 4*4 samples.
The subsets are processed in zig-zag scan
order.". ”For every subset s, the 16
transform coefficient level at scanning
position n are mapped to the position(i, j) in
the array c using the reverse zig-zag scan.“
Table 8-11 Specification of scanType[nS ][
IntraPredMode ] for various transform uni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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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맵 정보를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 내의 계수가 0인지 여부를 나타내
는 플래그를 복원하기 위한 스캔패턴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
캔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
하기 위한 스캔패턴과 동일한 것

8.5.2 Inverse scanning process for transform
coefficients
“For every subset s, the 16 transform
coefficient level at scanning position n are
mapped to the position(i, j) in the array c
using the reverse zig-zag scan.“
7.3.10 Residual coding CABAC syntax

2. 선행발명과의 차이점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양자화 블록의 크기가 8×8이면(4×4를
초과하면), 이를 한꺼번에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지 않고 분할된 작은 단
위(서브셋)별로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
행발명에는 구성요소 2의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
캔하는데 있어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는 구성이 명
시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
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표 8-11에는 다음과 같이 변환 블록의 크기와 인
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스캔타입3)을 달리하는 점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의 표 8-11에 대한 제목과 그 내용 전부는 삭제표시(-)를 동반
하고 있는바, 위 표 8-11은 문서번호 JCTVC-E603의 1번째 버전(갑 제7호증, 이하 ‘1
번째 버전’이라 한다)에는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인 문서번호 JCTVC-E603의 2번째
버전(갑 제6호증)에 이르러서는 삭제된 것이고, 1번째 버전에 기재되었던 표 8-11에
대한 설명(선행발명의 문단번호 8-153 내지 8-157 참조)도 2번째 버전인 선행발명에
이르러서는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다) 한편,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고 2번째 버전인 선행발
명에 이르러 대체된 것은 문단번호 8-152로서, 주요 내용은 블록의 크기가 크면 이
를 각 서브셋이 4×4 크기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는 역방향 지그재그 스캔하고 서브셋들은 순방향 지그재그 스캔한다는 것
이다. 즉 선행발명으로 버전이 갱신되면서 1번째 버전에 있던 인트라 예측 모드와
블록 크기에 따라 스캔 패턴을 달리 적용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8x8 이상의 크기를
갖는 블록을 4x4 크기를 갖는 복수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한 후 각 서브셋 내의 변
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을 지그재그 패턴으로 고정하는 사항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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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잔차 블록을 부호화하는 구문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선행발명의 7.3.10절
(Residual coding CABAC syntax)에도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
하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연속선상에서 일부가 수정되는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
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갱신되면서 통째로 삭제된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내용을
단지 삭제되기 이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참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2번째 버전으로 갱신되면서 변환 계수를 스
캔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에 명확히 개시된 기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문단
번호 8-152 참조) 사이즈가 큰 블록을 서브셋(각 서브셋의 크기는 4×4)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셋과 서브셋들을 고정된 지그재그 패턴에 의해 스캔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을 토대로 서브셋으로 분할된 각 서브셋 내의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방식에 인트라 예측 모드가 상관되도록 변형하기는 쉽
지 않아 보인다.
마) 설령 1번째 버전에 포함되었다가 선행발명으로 갱신되면서 삭제된 표 8-11과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한 흔적을 선행발명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그 삭제된 내용이 선
행발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닌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행발명에 삭제 표시된 1번째 버전에서의 표 8-11
과 그에 대한 설명에는 규모가 큰 블록을 서브셋으로 분할하여 스캔하는 개념을 결
여한 채 단지 인트라 스캔 패턴을 인트라 예측 모드와 상관시키는 사항만 개시되어
있다는 점, 선행발명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은 물론이고 1번째
버전의 동일한 절에도 변환 계수, 나아가 유의 맵을 스캔하는 패턴에조차 인트라 예
측 모드를 상관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에 뒤이어 6차례나
더 갱신된 8번째 버전(을 제2호증의 3)의 해당 부분(134면, 문단번호 8-191, 8-192 참
조)을 보더라도 서브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
드를 상관하지 않는 선행발명의 앞서 본 사항(문단번호 8-152)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
는 점, 위 8번째 버전의 7.3.10절(Residual coding CABAC syntax)을 보더라도 서브
셋 내 변환 계수와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은 지그재그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1번째
버전의 표 8-11과 동일한 표7-15, 즉 스캔 패턴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는 기술
이 유의맵을 스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어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도 1번째 버전에 개시되었던 표 8-11에서의 스캔 방식(블록
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할하지 않고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상관하여 스캔하는 방식)과
선행발명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히 그 토대를 갖추기 시작한 스캔 방식(블록의 크기
가 크면 이를 그 크기가 4×4인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서브셋 내 변환 계
수 및 서브셋들의 스캔 패턴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고정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쉽
게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려운 1번째 버전과 선행발명에
서의 개별적인 스캔 방식을 결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합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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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체된 선행발명의 스캔 방식에 대체되기 이전의 표 8-11을 다시 가져와 접목시
키는 방식으로의 결합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바) 따라서 위 차이점은 어느 모로 보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
이다.
4. 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
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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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허4819 거절결정(특) 2020. 5. 15. 선고, 청구인용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갖는 이동통신기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113172

2017원5041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을 제1호증 : 2016년 0113172호 출원 최종명세서 (2017.08.14.자)
1. 을 제2호증 : 비교대상발명
1. 을 제3호증 : 완성도 높은 디자인, 삼성전자 SCH-W780, 전자신문, 2019.10.16.자
1. 을 제4호증 : [리뷰] 스마트폰이 더욱 스마트해진 HTC 터치듀얼폰
AVING News, 2008.08.25.자
1. 을 제5호증 : SCH-W780 사용자설명서, 삼성전자, 2010.03.17.자
https://www.samsung.com/sec/support/model/SCH-W780DR/
1. 을 제6호증 : [하드웨어 부문 경쟁력은] 국내생산으로 세계 최고 기술 자랑
MK 뉴스, 2010.06.12.자
1. 을 제7호증 : Future iPhones May Have Always-On Display,
https://gizmodo.com, (2008. 11.20.)

입증방법

1. 을 제8호증 : Apple developing always-on iPhone status indicators,
https://appleinsider.com/articles, (2008. 11.20.)
1. 을 제9호증 : 애플 특허, iPhone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 채용 암시,
네이버블로그, (2008.11.22.)
1. 을 제10호증 :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35596호, (2007.03.30.)
1. 을 제11호증 : 공개특허공보 제10-2009-0075417호, (2009.07.08.)
1. 을 제12호증 : “대기모드라는게 따로 있나요?”, 네이버카페, (2010.05.13.)
1. 을 제13호증 : “시리우스 배터리 사용 완화시키는 방법”,
네이버카페, (2010.05.29.)
1. 을 제14호증 : “선량한 초보자를 등쳐먹는 앱”, 네이버카페, (2010.07.09.)
1. 을 제15호증 : 미국공개특허공보 US2008/00284696A1, (2008.11.20.)
- Secondary backlight indicator for portable media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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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휴대폰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휴대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또한 발명의 목적도 비교대상발명 1, 2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
- 구성 3에서 비교대상발명은 ‘단말기의 전원을 끈 이후에도
단말기의 시계 클락을 살려서, 모닝콜 알람기능 및 수신거부 시
간 설정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절전 방법’을 종래기
술로 제시하면서(2페이지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
심결요지

야의 종래기술’ 참조), ‘대기모드뿐만 아니라 동작모드에 서도
사용자가 편의대로 휴대폰의 표시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들을 종
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발명은 절전화면에서 일부 기능을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시사하고 있으므로, 통상
의 기술자로 하여금 동작화면에 표시되는 화면일부 표시 기능을
절전화면에 적용하도록 하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
이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
출할 수 있다.
1) 발명의 중요한 기술적 사상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의대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나 자료 없이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2)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한 을 제4, 7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통상의

판결요지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만으로는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도출

(청구인용)

하거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
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
된 증거들을 제외한 비교대상발명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
법하므로 특허심판원이 2019. 5. 23. 2017원50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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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는 휴대폰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 기능에 의해 입력을 받아들이고 상기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되, ‘세미활
성모드’에서 ‘세미활성모드 상시정보 표시창’을 활성화시키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고 세미활성모드 상시정보 표시창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제어부와 연결되고 음성통화 및 데이타를 송수신하는 모뎀;을 포함하고,
(구성 2) 상기 휴대폰은, 휴대폰이 완전히 켜져 있는 완전한 정상상태인 ‘활성모드’
와,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고 마이컴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슬립모드로 들어가는 꺼짐
상태인 ‘비활성모드’와, 전력소모 측면에서 상기 활성모드와 비활성모드의 중간 상태
인 ‘세미활성모드’ 중 하나가 실행되도록 하되,
상기 ‘세미활성모드’는 사용자에 의한 디스플레이 전원의 꺼짐(OFF)이 이루어질 때
또는 절전유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원의 자동 꺼짐(OFF)이 이루어질 때 실행되도록
설정되며,
(구성 3) 상기 ‘세미활성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제어부는 일부 표시 정보만을 표
시하는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크기가 작은 창의 형태로 출력하고, 상
기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디스플레이 상태를 오
프(OFF) 상태로 유지하며, 상기 터치스크린의 작동은 오프(OFF) 상태가 되도록 제어
하고,
(구성 4) 상기 일부 표시 정보는 전화기의 착신시 진동/전화벨 여부 표시, 네트워크 상
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문자 메시지 수신 표시, 미수신 전화 존재 표시, 날짜 및
요일 표시, 시계 표시 중 하나 이상으로 하여, 상기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만
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갖는 휴대폰.

[도2], [도3]
<스마트폰의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서,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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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사용자가 메뉴 선택 버튼을 누름에 따라 메뉴 선택 키신호를 입력받아 표시부에 휴대폰
관리 메뉴를 포함한 하위 메뉴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화면의 전부 또는 일
부분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휴대폰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면일
부 표시 기능 제공 방법

[도 3] <일부 화면이 표시된 화면예>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절전을 위해 오프(OFF)
될 경우 그 상태에서 화면의 일부에 상시표시 요구 정보를 계속 표시하는 ‘세
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생성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휴대폰
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온(ON)된 동작모드에서 절전을 위해 디스플레이 화면에
일부 메뉴만 표시하여 사용하는 점에서 발명의 목적과 구성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세미활성모드’는 사용자에 의한 디스플레이 전원
의 꺼짐(OFF) 또는 절전 유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원의 자동 꺼짐(OFF)이 이
루어질 때 실행되도록 설정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온
(ON)된 동작모드에서 화면에 표시된 여러 번의 메뉴 선택을 진행해야 일부 메
뉴 표시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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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휴대폰의 화면일부만을 이용하여 대기
모드뿐만 아니라 동작모드에서도 디스플레이의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사
용자의 편의에 따라 설정된 전부/일부 화면 모드에 따라 표시 요소가 다양
하게 조합된 하위 메뉴를 일부 화면 표시에 제공하여 따른 휴대폰의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명의 목적이 동일
하다.
o 구성 3의 절전모드 진입 조건은 주지관용기술이다.
- 구성 3은 사용자에 의한 또는 자동 꺼짐 설정에 의한 꺼짐(OFF)이 발생
될 경우가 세미활성모드 실행조건이 되어 활성모드에서 세미활성모드로
상태모드가 변경되는 것이고, 휴대폰에서 사용자의 전원버튼의 누름에
의해 화면이 꺼지는 것 또는 아무런 동작이 없을 경우 사용자의 설정 값
에 따른 시간 경과 후 화면이 꺼지는 것에 의해 배터리 소모가 적은 절
전모드 상태로 진입하는 것과 절전상태에서 화면의 일부만을 표시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되고, 휴대용 단말이 동작 중인 상태에서 한
번만이라도 설정이 지정되면,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항상 동일한 설정이 유지되며 동작하게 되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발명의 절전을 위한 일부화면 선택모드에 주지관용기술을 참
고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을 제4, 7, 8, 9, 12, 13, 14, 15호증)
o 대기 모드의 정의 :‘대기모드’는 휴대용 단말의 최대 절전 모드인‘슬립
모드’와 휴대용 단말이 동작중인 상태로 운용되는 ‘정상모드’의 중간
정도의 절전모드로서, 대기모드 상태에서는 별도로 설정에 대한 변경 또는
입력을 할 수는 없고, 슬립모드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한 설정 또는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절전모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 검토 의견
발명의 중요한 기술적 사상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의대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나 자
료 없이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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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휴대폰 디스플레이의 전력소모를 줄이면
서도 휴대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또한 발명의 목적도 비교대상발명 1, 2와 특별
한 차이가 없다.
2. 구성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
발명은 ‘단말기의 전원을 끈 이후에도 단말기의 시계 클락을 살려서, 모닝콜 알람
기능 및 수신거부 시간 설정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절전 방법’을 종래
기술로 제시하면서(2페이지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참
조), ‘대기모드뿐만 아니라 동작모드에 서도 사용자가 편의대로 휴대폰의 표시
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발명은 절전화면에서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시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
금 동작화면에 표시되는 화면일부 표시 기능을 절전화면에 적용하도록 하는 충
분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비교대상발명의 ‘대기모드’의 의미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의 해결
과제 부분에 기재된 ‘대기모드’라는 용어에 대해 비교대상발명이 개시한 기술적
구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의 화면에 표시부가 나타나 있는 ‘디스플레이가
켜진(ON) 모드나 단계’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 단
말의 화면이 꺼진 상태로서 대기모드 상에서는 별도의 입력이 제한된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대기모드’라는 용어는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
제’ 부분에 그 의미나 기술적 구성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단 1회 기재되어 있다.
(2)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휴대폰 단말
기의 설계, 제작, 사용 및 절전 기능 등과 관련하여 ‘대기모드’의 의미는 일의적
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적 구성과의 관계나 사용 단계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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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휴대전화의 액정 표시가 오프
(OFF)되도록 하는 수화부 센서 기술이나 강제 슬립모드를 이용한 절전기능’에 일
정한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대기모드 뿐만
아니라 동작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절전 기능 제공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따
라서 ‘대기모드’는 종래기술의 절전방법에 대비하여 해결과제의 하나의 경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동작모드’에 대비되는 경우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비교대상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 도면 등에서 사용자가 화
면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메뉴들 중에서 일련의 선택 단계를 거쳐 ‘일부화면 표
시모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화면이 오프(OFF)된 상태
에서 ‘일부화면 표시모드’가 실행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
명이나 기재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2)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의 용이 도출 여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초하여 동작모드 상태의 구성이나 설정을 화
면이 꺼진 절전모드 상태에 적용하기 위해 편의대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디스플레이를 오프(OFF)시켜 전원을 절약해야 하
는 점과 디스플레이가 오프될 때에 사용자가 자주 모니터링해야 할 정보(예: 배터
리 잔량, 시계 등)이 표시되지 않는 불편한 점 사이의 상충을 해결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종래 ‘휴대전화의 액정 표시가 오프(OFF)되도
록 하는 절전 기능 방법’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 이동
통신단말기의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하위 메
뉴 중의 휴대폰 관리메뉴를 선택하고 휴대폰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일부화면
표시기능 제공 메뉴를 선택하여 선택된 메뉴에 따른 일부 화면을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즉 비교대상발명은 동작모드에서 화면 표시부의 메뉴 선택에 의해
일부 화면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
술이어서, 디스플레이 전원이 오프될 때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
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술적 구성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기
재나 개시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오프되는 모드에서
일부 화면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술적 과제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적 구성, 방식, 실행 단계 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디스플레이가 오프된 절전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설정한 디바이스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사상’이 이 사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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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출원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적 구성이나 구조,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의 동작모드 상
태에서 선택한 설정을 화면이 꺼진 절전모드 상태에서도 유지되도록 휴대폰의
표시부에 대해 편의대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인 기술적 증거나 자료 없이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휴대용 단말이 동작 중인 상태에서
한 번만이라도 설정이 지정되면,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항
상 동일한 설정이 유지되며 동작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4, 12, 13, 14호증
을 제출하였고, ‘절전상태에서 화면의 일부만을 표시하는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
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을 제7, 8, 9, 15호증을 제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주지관용기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증거나 주장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비교대상발명이나 비
교대상기술 또는 거절이유로 제시되어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
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
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검토 결과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한 을 제4, 7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만으로는 이 사건 차이점을
쉽게 도출하거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제
외한 비교대상발명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
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특허심판원이 2019. 5. 23. 2017원5041호 사
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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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허6334 거절결정(특) 2020. 6. 19. 선고, 심결취소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암호화된 디지털청약서류를 이용한 사무자동화 구현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0071769

2018원1780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1호증: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 2는 차이점 1 내지
3을 가지는데, ① 차이점 1(암호화 URL을 메시지 형태로 전송)은
통상적인 보안 수단에 불과하고, ② 차이점 2(청약문서파일을 이미
지 파일로 변환)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심결요지

기술수단이며, ③ 차이점 3(보험거래 vs 은행거래)은 온라인 전자
거래 방식은 보험 거래와 은행 거래 모두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
용이 가능하므로, 위 차이점 1 내지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
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
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점 1 내지 3을 가
지는데, ① 차이점 1(비대면 방식 vs 대면 방식)은 보험 청약 절차
진행의 전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 서버와 단말
기의 개수, 서버와 각 단말기 사이의 청약 절차 진행의 구성과 방

판결요지

식에 차이가 있어 선행발명 1의 구성, 절차와 방식을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의 구성, 절차와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청구기각)

통신하는 단말기의 개수, 송수신하는 데이터가 달라져야 하는 등
보험 청약 시스템의 구조와 체계를 변경하여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비대면 방식의 청약 절차와 방법
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대면 방식의 청약 절차에서 단순히 보험
설계사와 고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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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선행발명 1은 대면 방식을 특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특징적 구
성을 변경하면서까지 선행발명 1의 전체적인 구성을 변경하여 비
대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선행발명 1의 출
원시 온라인을 이용한 보험 청약 방식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요구가
있어 왔다 할지라도,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가 비대면으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식에까지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차이점 2(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부터 인증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고객의 모바일기기에서 기존에 설치된 고
객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보험
설계사의 태블릿 PC에서 사용자의 정보에 관해 통신사, 신용카드
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컨설턴트 단말기에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인증한다고 보기
는 어렵고, 이러한 구성과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객의 모바일기
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의 구성을 도출
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③ 차이점 3(청약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은 선행발명 2에 은행
서버가 수신된 전자신청서류를 이미지파일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
하는 단계가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보험청약 분
야와 선행발명 2의 은행거래분야는 인접 기술분야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의 전자신청서류를 이미지파일로 변환하는 기술이 은행
거래분야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온라인 전
자신청서류 분야에서는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선행
발명 2의 이미지파일 변환 기술을 선행발명 1의 청약문서 파일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⑴ 피고는 선행발명 1에도 고객의 태블릿 PC의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전송하므로 선행발명 1로부터 비대면 청약
방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단순히
보험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전송받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제1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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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명의 모바일기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가
입자가 비대면으로 청약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
다(전체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가능하다).
⑵ 피고는 선행발명 2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행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은행거래 신청’, ‘은행서버와 은행통합단말과 고객
단말로 이루어진 구성’, ‘은행통합단말로부터 고객단말로 전자신
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주소를 MMS 등으로 전송’,

‘고객단말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전자서류를 생성’하는 구
성(이하 ‘쟁점구성’이라 한다)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 및 심판 절차에서 선행발명 2와 관련
해서는 ‘전자서류를 암호화된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
술’에 대한 거절이유만 통지되었을 뿐 위 쟁점구성에 대해서는 거
절이유로 제시되어 출원인인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
가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2의 위
쟁점구성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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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비대면청약을 위하여 암호화된 디지털청약
서류를 이용한 사무자동화 구현방법으로서
(‘구성요소 1’): 컨설턴트단말기가 보험
사서버에 특정 고객에 대한 디지털청약서류
의 발행을 요청하는 단계(‘구성요소 2’);
상기 보험사서버는 상기 고객의 모바일기기
에 상기 디지털청약서류에 관한 암호화
URL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구성요소
3’); 상기 모바일기기는 상기 암호화 URL
에 링크된 웹사이트를 오픈하여 상기 디지
털청약서류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상기 디지털청약서류를 완성한 후 전자서명
을 수행하는 단계(상기 전자서명을 수행하
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기기가 본인인증앱
을 실행시켜 상기 모바일기기 내에 이미 설
치되어 있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연동시킨
후 상기 본인인증앱을 통해 전자서명을 입
력하는 것이다)(‘구성요소 4’); 상기 보
험사서버는 상기 디지털청약서류를 청약문
서파일로 저장하는 단계(‘구성요소 5’);
상기 보험사서버는 상기 청약문서파일을 이
미지파일로 자동변환하는 단계(‘구성요소
6’); 상기 보험사서버는 상기 이미지파일
을 근거로 상기 디지털청약서류를 최종심사
하는 언더라이팅을 수행하는 단계(상기 언
더라이팅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고객이
상기 모바일기기를 통해 입력한 고지의무
내용을 토대로 상기 디지털청약서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구성요소 7’);
및 상기 보험사서버는 상기 언더라이팅을
통과한 상기 고객에 대하여 상기 모바일기
기로 최종승인확정을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
하되(‘구성요소 8’), 상기 보험사서버는
상기 청약문서파일을 이미지파일로 자동변
환하는 동안, 오프라인 서명된 청약서류도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상
기 디지털청약서류와 상기 오프라인 청약서

[비교대상발명 1]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를 만나 보험설
계사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보험설계사(FP)가 보험사 서버에 접
속하여 로그인하고,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조회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된 내용을 전자청
약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보험에 대해 전자서명을
하며, 체결된 정보를 가입자의 이메일과
보험사 서버로 전송한다.

[비교대상발명 2]
온라인 비대면으로 고객의 거래신청을
처리하는 은행전산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준비서류를 선택하
여 고객의 이메일, 웹메일 또는 MMS로
고객단말에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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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대하여 함께 상기 언더라이팅을 수행
하는 것(‘구성요소 9’)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청약서류를 이용한 사무자
동화 구현방법.

주소를 전송하고, 수신한 전자신청서류를
작성 및 전자서명하여 고객전자서류를
생성하며, 이를 은행통합단말에 전송하
고, 은행서버는 수신된 전자신청서류를
암호화된 이미지파일포맷으로 변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이를 기초로
거래실행예약을 등록한다.

◈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대면 청약 방식인 반면, 선행발명 1은 고객과 컨설
턴트가 대면하여 컨설턴트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대면 청약방식이다.
2. 선행발명 2는 전자신청서류를 은행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보험청약
과는 무관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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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대면 및 대면 청약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대
면 청약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비대면 청
약으로 한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업계의 발전경향 내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선
행발명 1의 보험설계사와 고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2. 선행발명 2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행거래를 신청하는 기술과 은행통합단말
이 고객단말에 웹사이트 주소를 전송하고 고객단말은 웹페이지에 고객전자서류
를 등록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 검토 의견
- 선행발명 1의 대면방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비대면 방식을 도출
하는 것은 전제되는 청약 방식의 차이로 인해 네트워크 구성, 교환되는 데이터
의 종류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심사·심
판 과정에서 선행발명 2에 관해 지적한 ‘전자서류를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로
변환 및 저장’하는 특징을 결합하여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환송됨.
- 특허법원은 주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의 관점
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점에서 심사 단계에서 주선행발
명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재판 단계에서 주선행발명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심사 과정 중 보정에 의해 발명의 주요 특징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재의견제출통지 또는 최후의견제출통지 등을 통해 적절한 주선행발명을 다시
제시하고 양 발명간 대응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며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진보성을 판단함으로써, 절차적인 문
제(특히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함. 특히, 이 판결은 선행발명 2에 쟁점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사·심판에서 선행발명 2에 관해 지적한 부분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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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 2의 차이점 1 내지 3은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기타 주장은 해
당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관행,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할 때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심결함.

□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의 차이점 1 내지 3 중 차이점 1, 2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대면 방식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비대면 방식으
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인데, 선행발명 1에 이러한 동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차이점 3은 쉽게 극복 가능)
한편, 선행발명 2에 쟁점구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사·심판 단계에서 출원
인은 선행발명 2의 쟁점구성을 들어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
로, 선행발명 2는 ‘전자서류를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술’에
관해서만 진보성 판단의 대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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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허8750 거절결정(특) 2020. 1. 17.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0046970

2018원510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
인지 여부 및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을 제1호증 : 선행발명 1
1. 을 제2호증 : 선행발명 2
1. 을 제3호증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2005.10.05.)
1. 을 제8호증 : 이 사건 최종 명세서

입증방법

1. 을 제9-1호증 : ‘물리 Ⅱ, 열역학법칙’, 교학사, (2011.08.05.)
1. 을 제9-2호증 : ‘에너지보존법칙’, 물리학백과
1. 을 제9-3호증 : ‘에너지보존법칙’, 두산백과
1. 을 제9-4호증 : ‘에너지보존법칙과 전환’, 생물용어사전
1. 을 제9-5호증 : ‘에너지보존법칙’, 위키피디아
1. 을 제9-6호증 : ‘제1종 영구기관’, 교학사, 두산백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

심결요지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명세서의 기재요건
을 충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특허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판결요지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각)

그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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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
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2차 전지(40)와,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
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로 구성을 하는데,
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다상 발전
기(20)와 정류기(30), 정류기(30)와 2차 전지(40), 2차 전지(40)와 인버터(50), 인버
터(50)와 컨트롤러(60), 컨트롤러(60)와 전동기(10)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하며,
다상 발전기(20)의 구성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 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
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갯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며,
다상 발전기(20)의 출력구성은,
다상 발전기(20)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값과 순시누적값은 전동기
(10)에서 소모하는 순시값과 순시누적값보다 적지만,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
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도 3b] 이 사건 발명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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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1
엔진에 의해 구동되어 교류 전류를 발전하는 얼터네이터와, 얼터네이터가 발전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변환하는 컨버터와, 컨버터로 변환된 직류 전류를 전하로서 축전
하는 커패시터와,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임의의 주파수의 교류 전류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하는 인버터를 갖는 발전기

비교대상발명 2
회전축(10)에 복수개의 영구자석(26)을, 각각 복수개로 분할을 하되 높이는 동일하게
하고 폭을 복수개로 분할을 하여 원의 외측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하여 부착을 한 비금
속으로 하는 회전자(20)와, 회전자(20)의 회전반경 외측으로 공극을 유지한 후, 복수
개의 슬롯과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32)를 각각 복수개로 분할을 하되, 높이
는 동일하게 하고 폭을 복수개로 분할을 한 후에 원의 내측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조립
하여 원형을 이루는데, 복수개로 분할한 규격과 동일한 규격의 발전코일뭉치(32)를 홀
수의 개수를 추가로 삽입하고 비금속으로 하는 고정자에, 정류장치(60)를 발전코일뭉
치(32)의 수량과 동일하게 부착한 후에 정류장치(60)의 입력측에 발전코일뭉치(32)를
연결하고, 수직선상으로 2등분 하여 좌측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 상쇄하도록 구성하고
고정자 커버(40)에 부스바 애자(38)에 부스바(39)를 부착하여 정류장치(60)의 출력을
부스바(39)에 연결을 한, 부하 토오크가 감소하는 다극 다상 직류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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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은 동일한 속도로 구동되는 전동기를 연결대로 다상 발전기
와 연결하여 구동하면 다상 발전기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
시값과 순시누적값은 전동기에서 소모하는 순시값과 순시누적값보다 적지만,
다상 발전기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
체 누적값은 전동기에서 소모하는 순시 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
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자연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 주장
1)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하여 에너지가 다른 에
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에너
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 사례는 현
재까지 없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단순히 열역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분야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법
칙이며,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상태로 힘을
가하여 정지시키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 운동하는 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에 해당 됨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가 명
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 가능함

◈ 검토 의견
무한동력 관련 발명은 거절이유 작성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위배되는 지 여부뿐
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을 함께 거절이유로 지적하여, 발명의 목적 / 이 이
루고자 하는 효과와 관련하여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 되어 있
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도 함께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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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상 발전기는 복수개의 자석이 외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회전자와, 회전자의 회전반경 외측에 일정 간격의 공극을 유
지하고,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하는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진 고정자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73], [0292] 참조)’,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은 1회전을 기준으로 1개의 상(출력) 중에서 각각의 지점에
대한 순시값을 연결하여 파형으로 도시하는 것을 순시 누적값이라 하고, 각각의 순시
누적값을 합산하는 것을 전체 누적값이라고 한다(식별번호 [0042]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별권’이 다상 발전기(20)의 고정자 중 슬롯 내부에 실장되어 있는 ‘발전
코일뭉치’를 의미하고, ‘전기 에너지의 순시 누적값’과 ‘전체 누적값’은 각각 ‘다상 발
전기(20)의 각 상에서 출력하는 전기 에너지’와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하는 전체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며, ‘다상 발전기(20)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
시 누적값을 합산한 전체 누적값이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 누적값을 합산 전
체 누적값 보다 많은 것’은 다상 발전기(20)를 회전하는 전동기(10)의 입력 에너지 보
다 전동기(10)의 입력 에너지에 의해 생성되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상 발전기(20)를 회전하는 전동기(10)
의 입력 에너지 보다 전동기(10)의 입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되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다른 표현에는 ‘W*H1*L체적(부피)인 자석(126)이
W*H2*L 체적인 발전코일뭉치(132)에 대하여 각속도 v로 이동하면, blv의 유도기전력
이 형성되고, 이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W*H2*L 체적인 발전코일뭉치(132)
에는 자력이 발생하고, 이 자력이 회전자의 자석(126)에 대하여 회전을 억제하는 회
전억제저항이 발생한다(식별번호 [0219] 참조)’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동기(10)
에 의해 다상 발전기(20)의 회전자가 회전할 경우, 고정자의 슬롯 내부에 실장되어
있는 발전코일뭉치에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유도 기전력이 생성되는 반면에 발
전코일뭉치내에서는 페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에 의해 전류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한
자기장이 전류 변화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하여 발전코일뭉치에 역기전력이 생성된
다는 것은 기술적 상식으로서, 다상 발전기(20)의 발전코일뭉치들에서 생성되는 출력
에너지는 자석의 길이와 발전코일뭉치의 길이를 연장하고 발전코일뭉치의 수를 늘리
더라도 발전코일뭉치의 폭이 좁아지고, 발전코일뭉치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에 대
응하여 발전코일뭉치에 생기는 역기전력 때문에 다상 발전기(20)의 전체 누적값은 다
상 발전기(20)의 출력 갯수나 발전코일뭉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다상 발전기(20)의 출력갯수나 발전코일뭉치의 개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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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전동기와 발전기의 효율을 100%로 가정하여 설
명한다(식별번호 [0169] 내지 [0172], [0210] 내지 [0212]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다른 표현에는 ‘전동기와 발전기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
한다(식별번호 [0335], [0369], [0396], [0431] 참조)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동기와 발
전기의 효율에 대한 설명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동기와 발전기의
내부 손실로 인해 효율이 100%인 전동기와 발전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상 발전기(20)는 순시적으로 입력 회전에너지를
출력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에 의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출력 전기에
너지의 순시값과 순시 누적값은 손실되는 크기만큼 감소한다(식별번호 [0043] 참조)’
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동기(10)의 회전에너지가 다상 발전기(20)에 그대로 전달된
다고 하더라도 다상 발전기(20)의 내부에서는 전동기(10)의 회전에너지 일부가 손실
되어 다상 발전기(20)에서 생성되는 전체 누적값이 전동기(10)에서 소모되는 전체 누
적값 보다 적게 되므로 다상 발전기(20)를 회전하는 전동기(10)의 입력 에너지 보다
전동기(10)의 입력 에너지에 의해 생성되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 에너지가 더 크
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
서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통상의 기
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기술사
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
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
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
되어 있지 않다.
2) 실시예 1 내지 3은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출력개소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입력되는 전기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실시
예 1 내지 3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3상 발전기, 7상 발전기, 13상 발전기의 평균 합성출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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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6a(W)로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실시예 1 내지 3에서의 기재
즉, 다상 발전기의 출력개소를 증가시키면 그 개수에 비례하여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
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 내지 3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전제부터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예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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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허97 거절결정(특) 2020. 10. 23.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치질예방이 가능한 위생 방석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5-96193

2018원3395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청구범위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
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입증방법


갑 제3호증 :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2은 비교대상발명 1, 2

심결요지

를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
보성이 부정된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
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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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2

상,하차단장치(7,8)를 구비하여 치질예방이
가능한 위생방석(차이점1)에 있어서,
내부호청(3)과 외부호청(4)은 구분하여 제작
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합니다),
내부호청(3)에 하솜(6)(차이점2), 하차단장치
(8), 상차단장치(7), 상솜(5)이 설치되어 몸체(2)
가 구성되고, 외부호청(4)에 몸체(2)를 삽입하
고 위생방석(1)이 형성되며(이하 ‘구성 2’라 합
니다),
난방이 없는 실내에서 방석을 장시간 사용
하게 되면 신체의 기체는 방석의 상솜 아래로
스며들면 상,하차단장치(7,8)에서 기체가 방지
되고, 실내 바닥에서 방석으로 스며드는 냉기
는 하,상차단장치(8,7)가 차단하여 방석 바닥은
습기와 악취가 차단 및 예방하는 상,하차단장
치(7,8)를 포함한 구성(이하 ‘구성 3’이라 합니
다)을 특징으로 하는 치질예방이 가능한 위생
방석(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합니
다).

[비교대상발명 1]
소정 크기의 내부공간을 갖는 속커버(1)
에 솜(2)을 충전하고 겉커버(3)로 씌운 통상
의 매트에 있어서,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4)
와, 0.02mm 이하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동판 시이트(5)와, 맥반석 가루로 코팅된 맥
반석 코팅천(6)을 적층 접착하여서 된 복층
구조의 차단판(C)이 상기 속커버(1)의 내측
에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맥 차단용
매트

[비교대상발명 2]
베개(1)의 외피(2)에 슬라이드 파스너(3)를
봉재 구성하고 외피(2)의 내부에 솜(4)과 왕
겨(5)를 삽입 구성함에 있어서 솜(4)과 왕겨
(5)사이에 분말 자석(6)(6')이 함유 제조된
고무판(7)(7')을 삽입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건강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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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수 고무판(7:상차단장치), 특수 방수판(8-1:상면), 및 특
수 비닐판(8-2:하면)을 방석의 내부 호청(3)에 삽입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
는데 반해,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발명을 구성하는 재료 및 발명의 목적이 상이
한 선행발명 1, 2로 거절하고 기각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음
2. 방석내부에 상,하차단장치를 삽입하여 방석 상부 및 하부의 온도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습기를 근절하여 환경 공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 2와 대비
되는 현저히 상승된 작용효과가 있음

◈ 피고 주장
1.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로 제한하여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허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에 기재된 바
와 같이 ‘내부호청(3)에 하솜(6), 하차단장치(8), 상차단장치(7), 상솜(5)이 설
치되어 몸체(2)가 구성되고, 외부호청(4)에 몸체(2)를 삽입하고 위생방석(1)이
형성되는 것’ 임
(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후848 판결, ⅱ) 대법원 2007. 6. 14. 선
고 2007후807 판결, ⅲ)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참조)
2.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
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문헌으로 적합한 기술에 해당됨
(대법원 2009.7.9. 선고 2008후3377 판결)
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방석에 방수 및 단열 기능을 갖
는 어떠한 재료를 삽입하더라도 당연히 도출되는 효과임
4.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단열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직포 및 맥반석코팅천과 방
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동판으로 이루어진 복층구조로 형성된 차단판이 방석
에 삽입되어 적용 가능한 특징 및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단열기능을 제공하는 솜
및 방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고무판이 베개의 상하면에 삽입되는 특징으로부
터 쉽게 도출 가능하고, 선행발명 1, 2에 내재된 발명의 실시에 의한 효과와 대
비되는 현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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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
에 그 목적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 1도 지면에서 올라오는 인체의 유해한 에너지 등을 차폐하기 위하
여 이중 구조의 차단판이 구성되는데 이러한 차단판은 인체의 건강을 위하는 점에
서(명세서 2쪽 15줄 참조) 치질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
과 공통된다.
3. 비교대상발명 1의 동판 시이트에 다수의 관통공을 형성하는 것은 관통공을 통하
여 부직포와 맥반석 코팅천을 더욱 견고하게 접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통
공으로 인해 차단판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차단판을 구성 3
의 상하차단장치(7, 8)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에 상하차단장치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체의 기체와
바닥의 습기, 악취를 차단하는 차단장치의 기능은 비교대상발명 1의 차단판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솜과 왕겨 사이에 고무판이 삽입된 베개를 개시하는데
고무판은 기본적으로 습기와 땀 등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함께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동판 시이트를 대신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고무판을 쉽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하차단장치에 의해 인체의 기체 및 바닥의 습
기와 악취가 차단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치질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 2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현
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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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의 판단
1. 청구범위 해석 :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
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
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
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과 3은 아래
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의 차단판(C)에 포함된 동판 시이트(5)는 방수, 방습 기능을 가진다.
또한 선행발명 1의 차단판(C)은 동판 시이트(5) 외에 부직포(4)와 맥반석 코팅천(6)
을 더 부착한 구조를 가지므로, 비록 선행발명 1에 그 작용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
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발명 1의 차단판(C) 또한 열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이는 ‘상,하차단장치’를 통해 인체의 열기와 바
닥의 냉기가 만나 습기가 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작용효과를 내
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수 고무판(7), 특수 방수천(8-1), 특수
비닐판(8-2)의 3개 구성이 방석 내부에 삽입되어 습기, 악취, 병균을 차단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부직포, 동판시이트, 관통공, 맥반석 코팅천의 총 4개 구성이 적
층 접착되어 복층구조의 차단판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
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1에는 부직포(4), 동판시이트(5) 및 백반석 코팅층(6)의 3개로 구성
된 차단판(C)도 개시(선행발명 1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부분 4째 단락, 도 1, 2 참
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상차단장치(7)’ 및 ‘하차단단치(8)’를 기재함과
아울러 ‘난방이 없는 실내에서 방석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신체의 기체는 방석의
상솜 아래로 스며들면 상,하차단장치(7,8)에서 기체가 방지되고, 실내 바닥에서 방석
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하,상차단장치(8,7)가 차단하여 방석 바닥은 습기와 악취가 차
단 및 예방하는 상,하차단장치(7,8)’라고 기재할 뿐 상차단장치(7)와 하차단장치(8)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기술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부분에 기재된 상,하차단장치(7, 8)의 구체
적인 구성 [특수 고무판(7), 특수 방수천(8-1), 특수 비닐판(8-2)]을 청구범위에 포함
시켜 제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상,하
- 501 -

차단장치가 특수고무판(7), 특수 방수천(8-1) 및 특수 비닐판(8-2)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차단판(C)도 인체의 열기와
바닥의 냉기가 만나 습기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기능에 있
어서도 서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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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허1670 취소결정(특) 2020. 07. 23. 선고, 청구일부인용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수술 절개 및 봉합 장치
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1826450

2018소61

관련사건
<진보성>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수술부위의 종방향 신장에 응답하여 고정층
쟁점사항

이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되도록 고정층에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
로 분리되는 영역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입증방법

제1호증 : 국제특허공개공보 WO2013/067024A1, (2013. 5. 10.)
제2호증 : 공개특허공보 제2011-0052573호, (2011. 5. 18.)
제3호증 : 등록특허공보 10-0283715호, (2001. 2. 15.)
제4호증 : 등록실용신안공보 20-0167444호, (2000. 2. 15.)
제5호증 : 등록실용신안공보 20-0396505호, (2005. 9. 22.)
제6호증 : 공개실용신안공보 1999-0035094호, (1999. 9. 6.)
제7호증 : 재사용 케이블타이 샀어요, 네이버카페, 2012.07.05.
https://cafe.naver.com/eletricmotors/11658
을 제8호증 : 캠핑장비>무엇에쓰는물건인고?…, 네이버블로그,
2010. 11. 10.
https://blog.naver.com/itsseoul/20116611333
을 제9호증 : 대운펌프 탑튜브에 매 봤어요, 네이버카페, 2009.07.15.
https://cafe.naver.com/bikecity/652919
을 제10호증 : 후륜 허브모터 라이더를 펑크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할 작은 팁, 네이버카페, 2012.12.21.
https://cafe.naver.com/eletricmotors/15825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고정층과 비교

심결요지

판결요지
(청구일부인용)

대상발명 4의 이형지 및 접착패드에서 박리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의 고정층 및 비교대상발명 4의 접착패드 및 이형지
는 청구항 제23항과 구성의 기능 및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선
행발명 1, 4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
항인 이 사건 제24항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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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23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4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층은, 상기 절개부 봉합 장치가
위에 놓여진 절개부 또는 상처, 및 주변 조
직의 종방향 신장에 응답하여 상기 고정층
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되도
록 하는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을 갖는 것인 절개부 봉합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
역은 하나 이상의 구멍을 포함하는 것인 절
개부 봉합 장치.

[비교대상발명 1]
좌우 패널을 갖는 베이스, 각 패널에 결
합된 하중 분배 구조체, 및 하중 분배 구
조체에 해제 가능하게 부착되어 패널의
내부 에지를 함께 끌어 당겨 밀착시키는
봉합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치유를 향상
시키고 절개부로부터 흉터가 생기는 것
을 줄이기 위한 수술 절개부를 봉합하기
위한 장치

[비교대상발명 4]
접착패드에 다수의 절개선을 방사형으로
형성하여 움직임이 잦고 절곡면 또는 곡
면으로 이루어진 환부에 부착할지라도
환부의 움직임에 의해 부착된 접착패드
가 환부로부터 쉽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가 도포된 접착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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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베이스 패널의 외부 횡방향 엣지너머로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베이스패널이 부
착된 피부와 외부 노출된 피부 사이에서 응력 전이부를 형성하여 절개부 봉합
장치와 피부 사이의 힘 전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바,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을 구비함으로써 절개부 봉합 장치와 피부사이의 응력 변화에 더욱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의 도 1 및 도 9에 도시된 고정층(24, 112)을 살펴보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은 외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을 고정층(24,112)
에 마련하는 구성을 개시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4의 이형지(15)는 접착패드(10)를 환부에 부착시킬 때 제거되
는 것으로서, 조립체 위에 놓이는 이사건 정정발명의 고정층과 상이하므로,
이사건 제23, 24항은 비교대상발명 1,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 할 수 없음

◈ 피고 주장
비교대상발명 1의 베이스와 봉합 구성요소의 조립체가 환자의 피부상의 절개
부 위에 고정된 다음 수술 절차가 종료된 후 조립체 위에 배치되고, 베이스와
봉합 구성요소의 조립체 위에 배치될 수 있는 자체-접착성 하부면을 갖고,
상처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구멍을 갖는 고정층의 특징과 비교대상발명 4의
접착패드에 부착되어 절취함으로써 두 개로 분리 가능한 이형지의 특징을 결
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 제23항 및 제24항과 같은 절개부 봉합 장치가 위
에 놓여진 절개부 또는 상처, 및 주변 조직의 종방향 신장에 응답하여 고정층
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을 갖으며,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은 하나 이상
의 구멍을 포함하는 고정층의 특징을 쉽게 도출 가능함

◈ 검토 의견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층은 수술부위가 종방향으로 신장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단지 베이스조립체에 대한 고정만을 고려하고 있으
며, 비교대상발명 4의 절개선 및 절개부의 구성은 피부에 직접 부착되어 신장되
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이형지는 환부에 부착 시 제거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3항 발명의 고정층의 목적, 구성, 및 기능과 상이하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1,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근거로 심결이 취소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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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제23항 내지 제24항 정정발명은 수술부위의 종방향 신장에 응답하여 고정
층이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신장되도록 고정층에 하나 이상의 우선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을 구비하는 것인데, 앞서 ‘이 사건 제13항 내지 제1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봉합장치에 비교대상발명 4
의 절개선 및 절개부의 구성을 적용하여 제1 또는 제2 베이스 패널에 우선적으로 분
리되는 영역(구멍)을 구비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비교대상발명 1의 베이스 패널이 아닌 고정부에
적용한 것 또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의 판단
비교대상발명 1에서 고정층이 구멍을 가질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관찰,
소독제의 전달 등을 위해 상처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므로[0017], 고정층의 신장
을 위해 분리되는 영역을 갖는 이 사건 제23항 발명과 목적 및 기능을 달리한다. 또
한 비교대상발명 4의 이형지는 환부에 부착 시 제거되는 것으로 그 절취선은 접착패
드의 접착면으로부터 이형지를 쉽게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형지 자체가 신장되지
는 않아 그 절취선도 무릎 등 환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접착패드가 쉽게 신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4의 이형지 및 이형지의 절취선은 이 사건
제23항 발명의 패널 및 분리되는 영역과 각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고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4의 이형지
구성을 결합하더라도 베이스 패널의 접착면 부분에 접착면을 보호하고 접착 시 제거
되는 이형지와 그 절취선을 부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23항 발명과 같은 베이스
패널 자체에 분리된 영역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그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2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
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4항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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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허2345 거절결정(특) 2020. 9. 18. 선고, 청구기각
◈ 사건 요약
파쇄성 캡슐을 포함하는 흡연 장치, 파쇄성 캡슐

발명의 명칭

및 그 캡슐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6-7033016

2018원1451

관련사건
<진보성>
쟁점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
정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 : 최종 명세서 (출원번호 1020167033016)
 을 제2-1호증: 유기용매(네이버지식백과)
 을 제2-2호증: 에탄올(네이버지식백과)
 을 제2-3호증: 에틸알코올(네이버지식백과)

입증방법

 을 제2-4호증: 아세트산에틸(네이버지식백과)
 을 제2-5호증: 아세톤(지식백과)
 을 제2-6호증: 헥산(네이버지식백과)
 을 제2-7호증: 트리글리세라이드(지식백과)
 을 제3-1호증: kilogram-force(wikepedia)
 을 제3-2호증: 킬로그램힘(위키피디아)
1) 구성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각각이 코어와 쉘을 포
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각각의 코어(내부 페이로드, 264)와 외부쉘
(260)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을 제조하는 것(식별번호

심결요지

[0071], 도 5 참조)에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2는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 중량의 4% 내지 95%(w/w)로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콜
로이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

- 507 -

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쉘을 가지는 심리스 캡슐
들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캡슐(220)은
젤라틴 및 내부 페이로드로 구성된 외부 쉘이 적어도 80 중량%
의 젤라틴을 포함하는 구성에 대응되나(식별번호 [0071], 도 5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2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포함
하는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
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살피건대, 구성 2의 ‘하이드로콜로이드’와 관련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쉘은 젤란 검, 한천, 알긴산,
카라기난(carrageenans), 펙틴, 아라비아 검, 가티 검, 플루란
검, 만남 검 또는 변성녹말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
로콜로이드 단독 또는 그 혼합물 내지 젤라틴과의 화합물을 포
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34] 참조), 비교대상
발명 3에는 “본 발명의 심리스 캡슐의 필수 성분 가운데,(a)
피막 형성제는 젤라틴(gelatine), 카제인(casein), 제인, 펙틴
(pectin) 및 그 유도체, 알긴(algin)산 또는 그 소금, 한천, 트라
간트검, 구아검(guar gum), 로커스트콩 검(locust bean gum),
카라기난, 타마린드, 만난(mannan), 헤미로스, 전분(starch),
키토산(chitosan)(chitosan) 등의 식품 제조상 또는 약학상 허
용 되는 피막 형성성 유기 고분자의 1종 또는 2 종 이상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젤라틴(gelatine) 또는 한천을 단독
으로 이용하는지, 혹은 이들을 주체로서 다른 피막 형성제를 1
종 이상 혼합한 재료가 매우 적합하게 이용된다.”라고 기재되
어 있으며(식별번호 [0012] 참조), 구성 2에서 하이드로콜로이
드로서 예시한 한천, 알긴산, 카라기난, 펙틴은 비교대상발명 3
에도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 나열
되어 있는 피막 형성제의 성분도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종류
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3 및 비교대
상발명 1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젤라틴’도 하이드로콜로이드
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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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3 내지 구성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3은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에서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계이고, 구성 4는 ’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을 경화제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체에 담그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화제는 2가의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무수 유기 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구성 5는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계’
이고, 구성 6은’‘(D)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3의 내부의 유중수형 에멀전을 포함하는
충진 물질과 외부의 녹을 수 있는 외피를 포함하는 심리스 캡슐
을 형성하기 위하여, 충진 물질을 포함한 심액과 피막 물질을
용해한 피막액을 노즐로부터 토출시키고, 냉각시켜 겔화시킨 후,
유기 용매로 세정 후 건조하여 캡슐을 회수하는 구성과, 경화용
액으로 식용유, 예를 들면, 중쇄 지방산 트리글리세리드(MCT),
MCT에 레시틴 등의 경계면 활성제를 더하는 것, 경화용 액으로
부터 분리된 심리스 캡슐을 그대로 또는 보냉액(保冷液)에 침지
하여 피막의 경화를 촉진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20]~[0035], 도 1 참조), 구성 3 내지 구성 6과 비교대상발
명 3은 모두 쉘의 표면을 경화, 겔화, 액체에 담그고(침지), 건
조, 회수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
가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3 내지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1) 구성요소 4의 담금 단계 공정은 ‘화학적 경화공정’인 반면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는 ‘세척 공정’이므로
양자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
특히 “담금 단계(immersion step)는 특히 탈수 및 삼투 평형
을 통해 캡슐 경계에 남아있는 오일을 세정하고 쉘을 점차로
강화하게 한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담금 단계는 캡슐
을 ‘경화제’에 담가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오일을 세
정’하는 공정, 즉 세척공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정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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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3의 공정 중 탈수공정 및 세척공정인 e3 및 e4와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담
금 단계를 통해 ‘쉘을 점차로 강화하게 한다’는 것은 캡슐을
‘경화제’에 담가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쉘을 건조’시
킴으로써 나타나는 작용효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담금 단계를 ‘화학적 경화공정’으로 이해할 만한 기재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없다.
③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캡슐이 흡연 후에도 초기 압축강도를 유
지하는 것은 캡슐 표면을 습기장벽층으로 코팅함으로써 흡연
도중 캡슐이 습기에 노출되어도 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중 젤라틴이 건조중
량으로 80.82% 포함된 캡슐 1004/C30의 경우 캡슐 표면을 습
기장벽층으로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
로44), 캡슐 1004/C30의 경우 흡연 테스트를 거치면서 캡슐이
녹았다는 취지의 실험결과([표 5] 참조)를 근거로, 캡슐이 흡연
후에도 초기 압축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
1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란 검’은 반드시 포함되거나 ‘젤라틴’은 제외되는 것으
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3의 경우, 쉘의 성분에 비추어 쉘의
경화는 e4 공정이 아니라 e1 공정에서 사용된 용매에 의하여 이루
어지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 대
응하는 선행발명 3의 공정은 e4 공정이 아니라 e1 공정이다. 그런
데 선행발명 3의 e1 공정에서 사용되는 침지액은 식용유, 레시틴과
같은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로서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서 사
용하는 경화제(2가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이나 무수 유기용매)에 해
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44)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단지 “EP 513603에 개시된 바와 같은 공압출법에 의하여 캡슐을 형성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었다(문단번호 [00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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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공정은 공정 e3과 e4라고 봄이 타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기재(문단번호
[0061] 내지 [0064])에 의하면 구성요소 4는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오일을 세정하고 쉘을 건조’시킴으로써 쉘을 경
화시키는 공정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공정 e3과 e4는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공정 e3을 통해 탈수가 가능하고 공정 e4를 통해 캡슐 피막에
부착된(남은) 유분(오일) 용해(세정)가 가능하며, 공정 e3과 e4
모두 캡슐을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에 침지하는 것이므로, 통
상의 기술자라면 캡슐을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에 침지하는
선행발명 3의 이러한 공정을 거친다면 탈수, 오일 세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③ 쉘(피막)의 탈수 과정이 진행되면 쉘(피막)이 어느 정도 경화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에서도 쉘의 경
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선행발명 3에서 e1 공정은 캡슐을 냉각시켜 경화시키
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더욱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쉘이 그 성분으로 젤라틴 외에 젤란검을 포함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 3의 쉘은 젤라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발
명은 쉘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란 검’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쉘
의 성분과 선행발명 1, 3의 쉘의 성분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3의 공정 e5는 캡슐을 건조하는 구성
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3의 공정 e6, e7은 캡슐을
회수[선별 및 포장]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각각 동일하다.
바) 이처럼 구성요소 2 내지 6에 기재된 일련의 캡슐 제조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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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사)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은 공압출에 의하여 형성되는 캡
슐의 쉘을 탈수하고 그 표면에 남아 있는 오일을 세정하는 데 적용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으로 보이고, 달리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이 선행발명 3의 쉘과 동일한 성분의 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과 같은 캡슐을 제조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쉘
의 제조공정들을 선행발명 1의 캡슐 제조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2에도 불구하고 구성요
소 7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1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캡슐
이 파괴되는 시점을 흡연 시작 이전뿐만 아니라 흡연 도중, 더 나
아가 흡연 마무리시점까지 다양하게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의 이러한 기재에다가 아래와 같은 기재를 더하여
보면, 선행발명 1은 앞서 본 캡슐의 바람직한 초기 파쇄강도 수치
범위(1,000~2,500g)에 상당할 정도로 흡연 도중 또는 흡연 마무리
시점에도 그 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을 이미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
명 1이 흡연 전은 물론이고 흡연 도중에도 구성요소 7에 제시된 수
치범위(0.5 내지 2.5kp)와 중첩되는 수준에서 파쇄강도가 유지되는
캡슐을 제조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선행발명 1에는 파열되기 전에 직경 대비 어느 정도의 변형
을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7에서 흡연 테스트를 거친 후 파열되기 전에 직
경의 3분의 2 이하 변형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7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문단번호
[0009], [0019], [0055] 참조), 흡연 테스트를 거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 변형을 가지는 것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
할 만한 실험데이터나 기재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7에서 흡연 테스트 이후 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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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정도를 직경의 3분의 2 이하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흡연 도중에도 파쇄강도를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통상의 실험을 통
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초기 압축강도만
수치로 제시되었을 뿐 이러한 압축강도가 흡연 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단지
80% 이상의 젤라틴 함량이 바람직하다고만 하였을 뿐인데, 이 사
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젤라틴의 함량이 그렇게 높을 경우
초기 압축강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흡연 후에는 캡슐이 녹아버려
압축강도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에는 초기 압축강도를 흡연 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제
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요
소 7의 압축강도 유지 특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도 흡연 도중 또는 흡연 마무리
시점에

캡슐의

바람직한

초기

파쇄강도

수치범위

(1,000~2,500g) 수준에서 그 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라틴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젤라틴은 친수 콜로이드이므로, 젤라틴을 외부 쉘의 주성분으
로 하여 캡슐을 형성하는 경우에 캡슐 표면에 습기장벽층을 코
팅하여 캡슐이 습기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
게 자명하거나 적어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을 제1호증)에 젤라틴이 건조중량으
로 80.82% 포함된 캡슐 1004/C30의 경우에 흡연 테스트를
거치면서 캡슐이 녹았다는 취지의 실험결과([표 5] 참조)가 기
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캡슐 1004/C30의 경우 캡
슐 표면을 습기장벽층으로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근거로 선행발명 1의 캡슐
의 표면에 습기장벽층을 코팅한 경우에도 흡연테스트 이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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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압축강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문단번호 [0068],
[0096], [0098])는 캡슐이 유통, 보관, 흡연 시 파괴되지 않고 그
형상을 유지하여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 캡슐의 압축강도
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선행발명 1의 경우에도 캡
슐의 초기 압축강도가 흡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인식하
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 캡슐의 초기 파쇄강도의
바람직한 수치범위가 1,000~2,500g로 제시된 점에다가, 캡슐 담배
의 흡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필터 내에 숨겨져 있는 캡슐의 형상
보다는 흡연자가 압력을 가했을 때 캡슐이 제대로 파쇄되는지 여부
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
재(문단번호 [0068], [0096], [0098])에서 말하는 ‘완전성’ 및
‘완전한 상태’는 캡슐의 형상뿐만 아니라 파쇄강도(압축강도)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캡슐
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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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3

각각이 코어와 쉘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선행발명 3]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합니다),

공정

세부 내용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 중량의 4% 내

 심리스 캡슐을 그대로 또는 피막을 용

지 95%(w/w)로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 콜

해하지 않는 액체로 이루어지는 보냉

로이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액에 침지해 피막의 경화를 촉진 공정
e1

냉액을 이용한 냉각, 터널식 냉각기를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

이용한 보냉, 냉각핀과 접촉 방법 등

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쉘을 가지

(식별번호 [0036])

는 심리스 캡슐들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보냉 후 심리스 캡슐을 원심분리해 캡슐

‘구성 2’라 합니다);

표면에 부착한 액체를 제거하는 공정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에서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3’이

 보냉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음 보

e2

 원심분리에 의해 심리스 캡슐 표면의
기름을 제거함으로써 다음의 공정 e3

라 합니다);

의 건조 공정에서의 건조 효율 향상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계(이하

(식별번호 [0037])

‘구성 5’라 합니다);

 원심분리 후 심리스 캡슐을 건조시키

(D)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는 단계

는 공정

(이하 ‘구성 6’이라 합니다);를 포함하고,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을 경화제
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체에 담그는 단

 캡슐을 에탄올에 침지해 탈수하는 방
e3

법 혹은 에탄올과 글리세린 등을 포함
한 추출액을 캡슐에 접촉시켜 수분을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화제는 2가의 이

제거하는 건조 방법을 채용. 이 경우,

온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무수 유기 용매인

후술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이하 ‘구성 4’라 합니

[0038])

다),

공정

e4는

생략(식별번호

 건조 후 심리스 캡슐을 유기용매로 세
정하는 공정

상기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은 (ⅰ) 0.5 내지
2.5kp의 초기 압축(Ci)를 가지고, 흡연 테스

 유기용매는 에틸 알코올, 초산에틸(에

트 (A)에 적용된 후 0.5 내지 2.5kp의 압축

틸 아세이트, ethyl acetate), 아세톤,

강도(Cf)를 유지하고, (ⅱ) 흡연 테스트(A)에

e4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이하 ‘구성 7’이

헥산 등의 탄화수소(hydrocarbon) 또
는 혼합액이 사용(식별번호 [0039])
 유기용매로 세정방법은 유기용매 중에
침지 방법, 심리스 캡슐에 유기용매의

라 합니다)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스 파쇄성

액체방울 또는 안개를 살포하는 방법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사용(식별번호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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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1.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3의 공정 e1과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 피고 주장
1. 구성요소 4는 경화제를 포함하는 용액에 캡슐을 담그는 단계로 선행발명 3의 공
정 e4(유기 용매 세정공정)과 동일하다.

◈ 검토 의견
특허법원은 주요쟁점인 구성요소 4의 담금 단계는 캡슐을 ‘경화제’에 담가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오일을 세정’하는 공정, 즉 세척공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정은 선행발명 3의 공정 중 탈수공정 및 세척공정인 e3 및 e4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1. 판단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파쇄성 캡슐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파
괴 가능한 캡슐을 포함하는 필터 담배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심리스 캡슐
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은 모두 파쇄 가능한
담배 캡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은 캡슐 외부 쉘에 선택된 하이드로콜
로이드를 부가하고 습기 장벽층으로 외부 쉘을 코팅하면 흡연자에 의해 흡연 장
치에 들어온 습기에 노출된 이후에도 끽연 장치 내에서 캡슐이 파열능력을 유지
하도록 하는 파쇄성 캡슐을 제공하는 것이고(식별번호 [0008] 참조), 비교대상발
명 1의 목적은 연기에 맛을 냄으로써 주류 연기의 감각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제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진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며(식별번호 [0007],
[0010]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의 목적은 뛰어난 부착 방지성과 차광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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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또는 캡슐 끼리 부착되기 어려우며, 치아에 부착되기 어려운 심리스 캡슐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흡연자에 의해 흡연 장치에 들어온 습기
에 노출된 이후에도 끽연 장치 내에서 캡슐이 파열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파쇄
성 캡슐을 제공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비교
대상발명 1에는 외부 쉘이 적어도 약 80 중량%의 젤라틴을 포함하는 구성을 개
시하고 있으면서, 젤라틴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캡슐이 녹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수의 페이로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식별번호 [007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젤라틴 캡슐이 습기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
명 1에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인 흡연자에 의해 흡연 장치에 들어온
습기에 노출된 이후에도 끽연 장치 내에서 캡슐이 파열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파쇄성 캡슐을 제공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각각이 코어와 쉘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각각의 코어(내
부 페이로드, 264)와 외부쉘(260)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을 제조하는 것
(식별번호 [0071], 도 5 참조)에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
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2는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 중량의
4% 내지 95%(w/w)로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
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쉘을 가지는 심리스 캡슐
들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캡슐(220)은 젤라틴 및 내부 페
이로드로 구성된 외부 쉘이 적어도 80 중량%의 젤라틴을 포함하는 구성에 대응
되나(식별번호 [0071], 도 5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2의 하이드로콜로이
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
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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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구성 2의 ‘하이드로콜로이드’와 관련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쉘은 젤란 검, 한천, 알긴산, 카라기난(carrageenans), 펙틴, 아라비아
검, 가티 검, 플루란 검, 만남 검 또는 변성녹말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하
이드로콜로이드 단독 또는 그 혼합물 내지 젤라틴과의 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34] 참조), 비교대상발명 3에는 “본 발명의 심리스 캡
슐의 필수 성분 가운데,(a) 피막 형성제는 젤라틴(gelatine), 카제인(casein), 제인,
펙틴(pectin) 및 그 유도체, 알긴(algin)산 또는 그 소금, 한천, 트라간트검, 구아검
(guar

gum),

로커스트콩

검(locust

bean

gum),

카라기난,

타마린드,

만난

(mannan), 헤미로스, 전분(starch), 키토산(chitosan)(chitosan) 등의 식품 제조상
또는 약학상 허용 되는 피막 형성성 유기 고분자의 1종 또는 2 종 이상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젤라틴(gelatine) 또는 한천을 단독으로 이용하는지,
혹은 이들을 주체로서 다른 피막 형성제를 1 종 이상 혼합한 재료가 매우 적합
하게 이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식별번호 [0012] 참조), 구성 2에서 하이드
로콜로이드로서 예시한 한천, 알긴산, 카라기난, 펙틴은 비교대상발명 3에도 동일
하게 개시되어 있는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 나열되어 있는 피막 형성제의
성분도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종류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교대상발
명 3 및 비교대상발명 1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젤라틴’도 하이드로콜로이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성 2의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
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하
는 것에 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을 설명’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라, 본 발명의 캡슐은 공압출법으로 얻어지는 심리스(seamless)한 캡슐이다. 공압
출법은 친수성 액상 및 내부의 친유성 액상의 두가지 액체의 동기 압출법이다.
공압출법은 화합물 방울 형성, 쉘 경화, 및 캡슐 수집의 세가지 주요 단계를 포
함한다. 화합물 방울은 쉘상(shell phase) 내부에 있는 액체 필 상(fill phase)의
구체이다. 이후 액체 필 상을 ”코어“라 한다. 이후 쉘 상을 ”쉘“이라 한다. 본 발
명의 캡슐은 임의의 적당한 공압출법으로 생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캡슐은
EP 513603에 개시된 장치와 방법으로 생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
[0057] 참조), 위 EP 513603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2005. 5. 2) 이전
인 1992. 4. 30.자로 공지된 것이므로, 구성 2의 외부의 친수성 액상 및 내부의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각각이 내부의 친유성 상을 포함하는 코어와
외부의 친수성 상을 포함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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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구성 3 내지 구성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3은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에서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계이고, 구성 4는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
을 경화제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체에 담그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
화제는 2가의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무수 유기 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구성 5는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계‘이고, 구성 6은 ’(D) 심리
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3의 내부의 유중수형 에멀전을 포함하는 충진 물질과 외부
의 녹을 수 있는 외피를 포함하는 심리스 캡슐을 형성하기 위하여, 충진 물질을
포함한 심액과 피막 물질을 용해한 피막액을 노즐로부터 토출시키고, 냉각시켜
겔화시킨 후, 유기 용매로 세정 후 건조하여 캡슐을 회수하는 구성과, 경화용 액
으로 식용유, 예를 들면, 중쇄 지방산 트리글리세리드(MCT), MCT에 레시틴 등
의 경계면 활성제를 더하는 것, 경화용 액으로부터 분리된 심리스 캡슐을 그대로
또는 보냉액(保冷液)에 침지하여 피막의 경화를 촉진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0020]~[0035], 도 1 참조), 구성 3 내지 구성 6과 비교대상발명 3은 모
두 쉘의 표면을 경화, 겔화, 액체에 담그고(침지), 건조, 회수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 3 내지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다.
4) 구성 7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7은 ‘ 상기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은 (ⅰ) 0.5
내지 2.5kp의 초기 압축(Ci)를 가지고, 흡연 테스트 (A)에 적용된 후 0.5 내지
2.5kp의 압축 강도(Cf)를 유지하고, (ⅱ) 흡연 테스트(A)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캡슐의 파쇄 강도가 바람직하게는 1000~2500g(즉, 1.0~2.5kp)인 것과 수치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식별번호 [0075]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7의 캡슐
은 흡연 테스트(A)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본 발명에 따른 파쇄성 캡슐
은 여기 상술한 코어, 및 쉘을 포함하고 상기 쉘은 0.5 내지 2.5kp의 압축 강도
를 갖고 0.5 내지 2.5kp의 압축 강도를 유지하며 흡연 테스트(A)에 적용된 이후

- 519 -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이하의 변형을 나타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 7의 캡슐이 흡연 테스트(A)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에 대한 임계적 의의나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만한 데이
터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
므로, 파열되기 전에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적인 실험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는 수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 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대비 결과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목적
의 특이성이 없고, 비교대상발명 1, 3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작용효과
역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 1,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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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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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로 제한하여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후8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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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각각이 코어와 쉘을 포함하는 심리스 파 외부 셸(외측 표면, 260)과 내부
구성 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페이로드(내부 영역, 264)를 갖는
요소
파열 가능한 캡슐(220)(문단번호
1
[0012], [0071], 도 5 참조).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중량의 4% 외부 셸(260)은 적어도 80중량%의
내지 95%(w/w)로 적어도 하나의 하이드 젤라틴을 포함(문단번호 [0071] 참
로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외부 및 친수성
구성 액상, 및 내부 및 친유성 액상을 공압출시
요소
2 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
함하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함

조).
내부 페이로드(내부 영역)는 향미
제를 위한 적합한 액체 담체를 포
함하고, 대표적인 액체 담체로서

하는 쉘을 가지는 심리스 캡슐들을 형성 트리글리세라이드
하는 단계;

혼합물을

제공

(문단번호 [0012] 참조).

구성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에서
요소
3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계;
구성
요소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계;
5
구성 (D)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는 단
요소
6 계; 를 포함하고,

대응구성요소 없음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을 경화
구성 제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체에 담그
요소 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화제는 2
4 가의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무수 유
기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은 (ⅰ) 0.5 내 캡슐의 파쇄강도가 바람직하게는 1
지 2.5kp의 초기 압축(Ci)를 가지고, 흡연 000~2500g 범위를 가지는 것(문
테스트 (A)에 적용된 후 0.5 내지 2.5kp 단번호 [0075] 참조).
구성
의 압축강도(Cf)를 유지하고, (ⅱ) 흡연
요소
테스트(A)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
7
경의 3분의 2 이하의 변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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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과 그 대응구성요소
구성요소 1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코어[내부 페이로드]45)와 쉘[외부 셸]을 포함
하는[갖는] 파쇄성[파열 가능한] 캡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나) 구성요소 2와 그 대응구성요소
(1) 구성요소 2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양을 외부 건조 중량의 4% 내지 95%’
로 한정한 것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 중 ‘젤라틴이 외부 셸의 80중량% 이상인
것’과 수치범위가 중첩되고, 젤라틴은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일종이므로, 양자 역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46)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2에서 말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젤란 검, 한천,
알긴산, 카라기난(carrageenans), 펙틴, 아라비아 검, 가티 검, 풀루란 검, 만난 검 또
는 변성 녹말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의미하므로, 구성요
소 2 중 위와 같은 구성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젤라틴’이 구성요소 2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런데 구성요소 2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만 하였을 뿐 하이드로콜
로이드의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젤라틴은 하
이드로콜로이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8항 출원
발명에서 비로소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문언해석상 젤라틴도 구성요소 2에서 말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7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역시 선행발명 1
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
할 수 있는 것인 점, 구성요소 2 내지 6에 개시된 제조공정은 선행발명 3에 개시
된 ‘공압출에 의한 심리스 캡슐 제조공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5)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옆에 대괄호로 병기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요소이다.
46)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국 패밀리 특허 중 미국의 US
8820331 B2 특허 및 일본과 중국의 특허들은 청구범위에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란검’이 포함된다
는 한정이 부가되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이러한 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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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2 내지 7을 고려하더라도 젤라틴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구성요소 2의 ‘하이드
로콜로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성요소 2 중 내부 친유성 액상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 중 ‘내부 페이
로드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혼합물이라는 것’에 대응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캡슐 코어에 사용될 수 있
는 바람직한 친유성 용매에 해당하고(문단번호 [0047] 참조),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도 캡슐 내부 페이로드(내부 영역)의 내용물은 본질적으로 비수성인 것을 전제로 하
므로(문단번호 [0012] 참조), 이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캡슐 형성 방법, 즉 ‘외부와 내부 액상의 공압출’이 선
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내지 6
구성요소 3 내지 6은 캡슐 제조 공정 중 앞서 본 구성요소 2에서의 공압출 단계
이후의 단계들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들 단계들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
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는바, 이 점은 차이점 1과 함께 검토한다.
라) 구성요소 7
구성요소 7 중 초기 압축강도(Ci) 수치범위(0.5~2.5kp)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요소에 개시된 수치범위(1,000~2,500g)와 중첩된다.47)
다만 구성요소 7 중 ‘초기 압축강도 수치범위가 흡연 테스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
는 것’과 ‘흡연 테스트에 적용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 변형을 가지
는 것’이라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
하 ‘차이점 2’라 한다).
4)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차이점 1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
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심리스 캡슐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3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캡슐 제조단계에 대응하는 공
정들이 기재되어 있다.

47) 단위를 환산하면, 선행발명 1의 1,000~2,500g은 1.0~2.5kp에 해당한다(을 제3-1, 3-2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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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3

(A) 외부 및 액상의 총 건조 중량의
4% 내지 95%(w/w)로 적어도 하나
의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구성

외부 및 친수성 액상, 및 내부 및

요소

친유성

2

액상을

공압출시킴으로써,

각각이 내부 및 친유성 상을 포함하
는 코어와 외부 및 친수성 상을 포
함하는 쉘을 가지는 심리스 캡슐들

＜공정 B＞ 내측 노즐과 그 내측 노즐을
둘러싸는 외측 노즐을 가지는 다중 노즐
에 상기 심지액을 내측 노즐에서 상기 피
막액을 외측 노즐에서 각각 토출시키도록
공급하고 상기 다중 노즐에서 다층액 흐
름을 토출시켜 다층 액적을 형성하는 공
정(문단번호 [0020] 참조)

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쉘의 표면을 차가운 조건 ＜공정 C＞ 다층 액적을 유로 내를 흐르
에서 경화 및/또는 겔화시키는 단 는 경화용액 중으로 흐르게 하면서 상기
계;

피막액을 경화시키는 공정(문단번호 [002
0] 참조)
- 경화용액의 온도는 0℃~실온 정도로

구성

설정된다(문단번호 [0026] 참조).

요소

＜공정 e1>경화용액에서 분리한 심리스

3

캡슐을 그대로 또는 피막을 용해하지 않
는 액체로 구성되는 보냉액에 침지하고
0℃~20℃, 바람직하게는 1~10℃정도로
보냉하고 피막의 경화를 촉진하는 공정
(문단번호 [0035] 참조)

구성
요소
4

상기 (B) 단계 이후에, 상기 캡슐을
경화제를 함유하는 에멀전 또는 액
체에 담그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화제는 2가의 이온을 포함하
는 용액 또는 무수 유기용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공정 e3> 원심 분리 후의 심리스 캡슐
을 건조시키는 공정(문단번호 [0035] 참
조)
- 이 공정 e3는 … 캡슐을 에탄올에 침
지해 탈수하는 방법, 혹은 … 에탄올과
글리세린 등을 포함한 추출액을 캡슐에
접촉시켜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방법을
채택해도 좋다. 이 경우 후술한 공정 e4
는 줄여진다(문단번호 [0038] 참조).
<공정 e4> 건조 후의 심리스 캡슐을 유
기용매로 세척하는 공정(문단번호 [00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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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e4에서 심리스 캡슐을 세척하는
데 이용하는 유기용매는 심리스 캡슐의
피막에 부착하고 있는 유분(경화용액, 보
냉액)을 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막을
연화, 용해 또는 붕괴시키지 않는 유기용
매이면 좋고 바람직하게는 에틸알코올,
초산에틸, 아세톤, 헥산 등의 탄화수소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들 수 있다. 공정
e4에서 심리스 캡슐을 유기용매로 세척하
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심리
스 캡슐을 유기용매 중에 침지한 후, 캡
슐을 끌어올리는 방법, 심리스 캡슐에 유
기용매의 액적 또는 안개를 살포하는 방
법 등이 이용된다(문단번호 [0039] 참
조).
구성
요소
5

구성
요소
6

<공정 e5> 유기용매로 세척한 후의 심리
(C) 상기 캡슐들을 건조시키는 단
스 캡슐을 건조시키는 공정(문단번호 [00
계;
35] 참조).
<공정 e6> 공정 e5 종료 후의 심리스 캡
슐을 체(sieve)로 선별하는 공정
(D) 심리스 파쇄성 캡슐들을 회수하
<공정 e7> 건조 종료 후 또는 체로 선별
는 단계;
후의 심리스 캡슐을 포장하는 공정(이상,
문단번호 [0035]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2 중 외부와 내부 액상을 공압출48)을 하여 캡슐을
형성한다는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는 선행발
명 3의 다층 액적을 형성하기 위해 ‘내측 노즐에서 심지액49)을, 내측 노즐을 둘러싸
는 외측 노즐에서 피막액50)을 각각 토출하여 캡슐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3의 공정 C, e1은 차가운 조건에서[경화용액 중으로 흐
르게 함, 보냉액에 침지함] 쉘의 표면[피막]을 경화시키는 단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48) 공압출법은 두 가지 액체의 동기 압출법이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문단번호 [0057] 참조).
49) 내부 액상에 해당한다.
50) 외부 액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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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3의 공정 e3은 캡슐을 무수 유기용매[에탄올]51)에 침지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3의 공정 e4도 캡슐을 무
수 유기용매[에틸알코올, 초산에틸]52)에 침지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1) 이에 대해서 원고는, 구성요소 4의 담금 단계 공정은 ‘화학적 경화공정’인 반면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는 ‘세척 공정’이므로 양자는 다르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 특히 “담금 단계
(immersion step)는 특히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캡슐 경계에 남아있는 오일을 세
정하고 쉘을 점차로 강화하게 한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담금 단계는 캡슐을
‘경화제’에 담가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오일을 세정’하는 공정, 즉 세척공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정은 선행발명 3의 공정 중 탈수공정 및 세척공정인 e3 및 e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캡슐을 공압출, 원심분리 및 선택적으로 경
화제를 함유하는 용액이나 에멀전에 담근다(문단번호 [0061]).
- 경화제는 0 내지 25도℃, 특히 10 내지 20℃사이의 온도로 유지된 에탄올
또는, 에틸 아세테이트 또는 이소프로파놀 등의 임의의 다른 무수 유기용매
일 수 있다(문단번호 [0062]).
- 선택적으로 경화제는 예컨대 칼슘 클로라이드, 디칼슘 포스페이트 또는 칼슘
술페이트 등 칼슘 이온의 용액이나 5이하의 pH, 바람직하게는 3 내지 4의
pH의 칼슘 이온을 포함하는 산 용액일 수 있다. 산의 예는 아디피산, 푸마
르산, 글루코산, 또는 글루코노-델타-락톤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칼슘
이온이나 산 용액은 0 내지 25℃,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0℃의 온도에 있
을 수 있다(문단번호 [0063]).
- 담금 단계(immersion step)는 특히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캡슐 경계에
남아있는 오일을 세정하고 쉘을 점차로 강화하게 한다(문단번호 [0064]).
②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담금 단계를 통해
‘쉘을 점차로 강화하게 한다’는 것은 캡슐을 ‘경화제’에 담가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

51) 에탄올이 무수 유기용매에 해당하는 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적시되어 있다(문단번호
[0062] 참조).
52) 에틸알코올은 에탄올과 동일하므로(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참조) 무수 유기용매에 해당하며,
초산에틸의 영문 표기는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무수 유
기용매로 소개되어 있다(문단번호 [00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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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쉘을 건조’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작용효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담금
단계를 ‘화학적 경화공정’으로 이해할 만한 기재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없다.
더욱이 담금 단계가 ‘화학적 경화공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칼슘이온이나 에탄올
등의 경화제가 가교제로 작용하여 젤란 검의 가교반응을 일으켜서 캡슐을 강화시킨다
는 취지인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
란 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종류에 대해 아무런 한정
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란 검’
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성요소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 ̇ ̇ ̇ ̇ 경화제를 함유하는 용액이나
실시예에 따라 캡슐을 공압출, 원심분리 및 선택적으로
에멀전에 담근다.”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4는 압축강
도 유지를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공정으로 보
인다.53)
③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
명에서 캡슐이 흡연 후에도 초기 압축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캡슐 표면을 습기장벽층
으로 코팅함으로써 흡연 도중 캡슐이 습기에 노출되어도 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 ̇ ̇ ̇
○ 본 발명은 캡슐 외부 쉘에 선택된 하이드로콜로이드를 부가하고/부가하거나
습기 장벽층으로 외부 쉘을 코팅하면 흡연자에 의해 흡연 장치에 들어온 습
기에 노출된 이후에도 끽연 장치 내에서 캡슐이 파열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단번호 [0016]).
̇ ̇ ̇ 실시예에서 캡슐은 습기 장벽 코팅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
○ 본 발명의 대안의
에서 캡슐의 쉘을 유기 용매나 수용성 용액 또는 서스펜션 내에 분산된 적어
도 하나의 습기 장벽제(moisture barrier agen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습기장벽층으로 코팅한다. 본 실시예에서 쉘은 쉘의 겔화제만으로 구성될 수
도 있는 젤라틴을 포함하는 임의의 하이드로콜로이드로 만들 수 있다. 그러
나 바람직하게는 공수성 코팅이 있더라도 쉘은 일정량의 습기에 일정한 저항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젤란, 또는 한천, 또는 카르기난 내지 알긴산, 또는 아라
비아 검 내지 펙틴, 또는 풀루란 검 내지 만난 검을 포함하고 이 경우 쉘은
젤란, 한천, 카르기난 및 풀루란 검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53) 구성요소 4는 2017. 12. 29.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청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자, 원고가
2018. 4.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최종보정서에서 비로소 추가된 구성요소이다.

- 527 -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쉘의 전체 건조중량의 1.5 내지 95%, 바람직하게는 4%
내지 75%,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의 w/w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코팅된 캡슐의 쉘은 젤란, 또는 아라비아 검, 내지 펙
틴, 또는 한천, 또는 알긴산, 내지 카르기난 또는 가티 검, 내지 풀루란 검 또
는 만난 검 내지 그 혼합물을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문단번호
[0037]).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중 젤라틴이 건조중량으로 80.82% 포함
된 캡슐 1004/C30의 경우 캡슐 표면을 습기장벽층으로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54), 캡슐 1004/C30의 경우 흡연 테스트를 거치면서 캡슐이 녹았다는
취지의 실험결과([표 5] 참조)를 근거로, 캡슐이 흡연 후에도 초기 압축강도를 유지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
이드’에 ‘젤란 검’은 반드시 포함되거나 ‘젤라틴’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3의 경우, 쉘의 성분에 비추어 쉘의 경화는 e4 공정
이 아니라 e1 공정에서 사용된 용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의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3의 공정은 e4 공정이 아니라 e1 공
정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e1 공정에서 사용되는 침지액은 식용유, 레시틴과 같은
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로서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서 사용하는 경화제(2가 이온
을 포함하는 용액이나 무수 유기용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4의 담금 공정에 대응하는 선
행발명 3의 공정은 공정 e3과 e4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기재(문단번호 [0061] 내지
[0064])에 의하면 구성요소 4는 ‘탈수 및 삼투 평형을 통해 오일을 세정하고 쉘을 건
조’시킴으로써 쉘을 경화시키는 공정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공정 e3과 e4는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공정 e3을 통해 탈수가 가능하고 공정
e4를 통해 캡슐 피막에 부착된(남은) 유분(오일) 용해(세정)가 가능하며, 공정 e3과 e4
모두 캡슐을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에 침지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캡슐

54)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단지 “EP 513603에 개시된 바와 같은 공압출법에 의하여 캡슐을 형성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었다(문단번호 [0073 참조]).

- 528 -

을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에 침지하는 선행발명 3의 이러한 공정을 거친다면 탈수,
오일 세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 이하의 서브 공정 e1~e7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문단번호 [0034]).
○ 공정 e3는 … 캡슐을 에탄올에 침지해 탈수하는 방법, …을 채택해도 좋다.
이 경우, 후술한 공정 e4는 줄여진다(문단번호 [0038]).
○ 공정 e4에서 심리스 캡슐을 세척하는데 이용하는 유기 용매는 심리스 캡슐의
피막에 부착하고 있는 유분(경화용 액, 보냉액)을 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 바람직하게는 에틸알코올, 초산에틸, 아세톤, 헥산 등의 탄화수소 또는 이
들의 혼합액을 들 수 있다. … 심리스 캡슐을 유기 용매 중에 침지한 후, 캡슐
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략) 등이 이용된다(문단번호 [0039].
③ 쉘(피막)의 탈수 과정이 진행되면 쉘(피막)이 어느 정도 경화될 것임은 자명하
므로,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에서도 쉘의 경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 선행발명 3(갑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
명 3에서 e1 공정은 캡슐을 냉각시켜 경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하의 서브 공정 e1~e7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문단번호 [0034]).
○ 공정 e3는 … 캡슐을 에탄올에 침지해 탈수하는 방법, …을 채택해도 좋다.
이 경우, 후술한 공정 e4는 줄여진다(문단번호 [0038]).
○ 공정 e4에서 심리스 캡슐을 세척하는데 이용하는 유기 용매는 심리스 캡슐의
피막에 부착하고 있는 유분(경화용 액, 보냉액)을 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 바람직하게는 에틸알코올, 초산에틸, 아세톤, 헥산 등의 탄화수소 또는 이
들의 혼합액을 들 수 있다. … 심리스 캡슐을 유기 용매 중에 침지한 후, 캡슐
을 끌어올리는 방법 … 등이 이용된다(문단번호 [0039].
⑤ 더욱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쉘이 그 성분
으로 젤라틴 외에 젤란검을 포함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 3의 쉘은 젤라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발명은 쉘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젤란 검’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쉘의 성분과 선행발명 1, 3의 쉘의 성분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3의 공정 e5는 캡슐을 건조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구
성요소 6과 선행발명 3의 공정 e6, e7은 캡슐을 회수[선별 및 포장]하는 구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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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각각 동일하다.
바) 이처럼 구성요소 2 내지 6에 기재된 일련의 캡슐 제조 공정은 선행발명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사)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은 공압출에 의하여 형성되는 캡슐의 쉘을 탈수하
고 그 표면에 남아 있는 오일을 세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으로 보이
고, 달리 선행발명 3의 e3과 e4 공정이 선행발명 3의 쉘과 동일한 성분의 쉘의 경우
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과 같은 캡슐을 제조할 때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쉘의 제조공정들을 선행발
명 1의 캡슐 제조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5)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2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 7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1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캡슐이 파괴되는 시점
을 흡연 시작 이전뿐만 아니라 흡연 도중, 더 나아가 흡연 마무리시점까지 다양하게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담배의 풍미는 그 때의 특정 풍미에 대한 흡연자의 요망에 기초해 또는 흡연 중에
풍미를 변화시키는 요망에 기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흡연 중에 풍미를
변화시킴으로써, 흡연자는 멘톨 또는 스피어민트 등의 숨을 리프레시하는 풍미로
담배를 다 들이마실 수 있다(문단번호 [0007]).
○ 흡연자에 따라서는 흡연의 완료 시에 탈취제를 선택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담배를
원하기도 한다(문단번호 [0008]).
○ 파괴 가능한 캡슐은 흡연자가 필터 요소의 외부에 가하는 압력에 응답하여 파열되
도록 구성 될 수 있다. 이러한 흡연 물품은 필터 요소 내에 함유 된 캡슐을 파괴
하지 않고 흡연 될 수 있거나, 또는 흡연 물품의 사용 전, 동안 또는 후에 캡슐이
파손될 수 있다(문단번호 [0011]).

한편 선행발명 1의 이러한 기재에다가 아래와 같은 기재를 더하여 보면, 선행발명
1은 앞서 본 캡슐의 바람직한 초기 파쇄강도 수치범위(1,000~2,500g)에 상당할 정도로
흡연 도중 또는 흡연 마무리 시점에도 그 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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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게는, 캡슐의 외부 셸 즉 표면 260은 어느 정도 강성 고체 재료로 구성된
다. 이 고체 재료는 누출되어 용해,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향을 가지거나, 또
는 제조 시와 흡연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파괴될 때 사이에서 완전성을 잃지 않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문단번호 [0068]).
○ 캡슐은 캡슐이 흡연자에 의해 목적을 가져 파괴될 때까지, 통상의 보관,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담배 내에서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유지한다(문단번호
[0096]).
○ 필터 소자 내에 직경 3.5mm의 캡슐을 포함한 몇 개의 담배가 점화되고 담배로부
터의 주류의 연기는 2개의 시험조건 하에서 수집되고 추출되고 분석된다. 한쪽의
경우에는 캡슐은 흡연 상태 사이 전체에 걸쳐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다
른 한쪽의 경우에는 캡슐은 최초의 흡입 직전에 파괴된다(문단번호 [0098]).

따라서 선행발명 1을 이미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이 흡연 전은
물론이고 흡연 도중에도 구성요소 7에 제시된 수치범위(0.5 내지 2.5kp)와 중첩되는
수준에서 파쇄강도가 유지되는 캡슐을 제조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선행발명 1에는 파열되기 전에 직경 대비 어느 정도의 변형을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7에서 흡연 테스트를 거친 후 파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
변형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7과 같은 내
용의 기재만 있을 뿐(문단번호 [0009], [0019], [0055] 참조), 흡연 테스트를 거친 후 파
열되기 전에 직경의 3분의 2 이하 변형을 가지는 것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실
험데이터나 기재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7에서 흡연 테스트 이후 캡슐의 변형 정도를 직경
의 3분의 2 이하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흡연 도중에도 파쇄강도를 유지하려
는 목적 하에 통상의 실험을 통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
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초기 압축강도만 수치로 제시되었을
뿐 이러한 압축강도가 흡연 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단지 80% 이상의 젤라틴 함량이 바람직하다고만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젤라틴의 함량이 그렇게 높을 경우 초기 압축강
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흡연 후에는 캡슐이 녹아버려 압축강도의 측정 자체가 불가
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에는 초기 압축강도를 흡연 후에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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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
요소 7의 압축강도 유지 특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도 흡연 도중 또는 흡연 마무리 시점에 캡슐의
바람직한 초기 파쇄강도 수치범위(1,000~2,500g) 수준에서 그 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하나 이상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에 젤라틴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젤라틴은 친수 콜로이드이므로, 젤라틴을 외부 쉘의 주성분으로 하여 캡슐을
형성하는 경우에 캡슐 표면에 습기장벽층을 코팅하여 캡슐이 습기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거나 적어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을 제1호증)에 젤라틴이 건조중량으로 80.82% 포함
된 캡슐 1004/C30의 경우에 흡연 테스트를 거치면서 캡슐이 녹았다는 취지의 실험결
과([표 5] 참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캡슐 1004/C30의 경우 캡슐
표면을 습기장벽층으로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
험결과를 근거로 선행발명 1의 캡슐의 표면에 습기장벽층을 코팅한 경우에도 흡연테
스트 이후 초기 압축강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문단번호 [0068], [0096], [0098])는
캡슐이 유통, 보관, 흡연 시 파괴되지 않고 그 형상을 유지하여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 캡슐의 압축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선행발명 1의 경우
에도 캡슐의 초기 압축강도가 흡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고 보
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 캡슐의 초기 파쇄강도의 바람직한 수치범
위가 1,000~2,500g로 제시된 점에다가, 캡슐 담배의 흡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필터
내에 숨겨져 있는 캡슐의 형상보다는 흡연자가 압력을 가했을 때 캡슐이 제대로 파쇄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문단
번호 [0068], [0096], [0098])에서 말하는 ‘완전성’ 및 ‘완전한 상태’는 캡슐의 형상뿐만
아니라 파쇄강도(압축강도)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캡슐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차이점 1, 2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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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
원발명은 특허가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하는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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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허2826 거절결정(특) 2020. 10. 30. 선고, 청구인용
◈ 사건 요약
발명의 명칭

맞춤형 조립안경의 판매시스템 및 맞춤형 조립안경
출원번호

심판번호

10-2017-0182072

2019원814호

관련사건
<진보성>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코드 판독기와 비교대상발명 2의 판독수
쟁점사항

단 및 가이드 수단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레
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 리더를 구현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o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 다리가 교체되는 안경
1. 을 제5호증 : “신개념 고급 패션 안경 입니다.”, 네이버 카페,
(2013.06.24.)
1. 을 제6호증 : “‘내 맘대로 꾸미는 안경, 줄리’ 지역업체가
만들어”,매일신문, (2016.10.27.)
1. 을 제7호증 : “안구·다리 분리 안경테, 안디자인 A-holic 선봬”,
노컷뉴스, (2015.02.02.)
1. 을 제8호증 : “패션의 완성 ‘안경’도 DIY시대”, 헤럴드경제,
(2012.01.31.)
1. 을 제9호증 : “그라픽 플라스틱 + Grafick plastic + …,
입증방법

네이버블로그, (2012.05.06.)
1. 을 제10호증 : “다리 교체형 안경테 출시 e아이닥”,
서울경제, (2006.03.26.)
o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시험용
안경
1. 을 제11호증 : “베벨기어”, 두산백과
1. 을 제12호증 : “Trial Frames”, The college of Optometrists,
(2017.02.27.)
1. 을 제13호증 : “Trial Frames”, Ophthalmology Web,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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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제14호증 :“EFK-II Supply Aluminum Titanium Optical
Trial Lens Frame Optometry Optician”,
www.amazon.com, (2016.01.24.)
o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7호증 - 가이드레일 및 스테이지를 활
용하는 기술
1. 을 제15호증 : “X-Y 플로터 레일 제작기”,
https://kocoafab.cc/, (2016.03.24.)
1. 을 제16호증 : “인형뽑기기계 판매합니다”, 네이버 카페,
(2017.06.16.)
1. 을 제17호증 : “메이커 스페이스-레이저 컷팅기 다루기”,
www.youtube.com, (2016.01.19.)
o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2호증 - RFID리더기로 서가에 진열된
책 또는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에 부착된 RFID를 읽는 다양한
방법
1. 을 제18호증 : Robots in Libraries_An Evening of Conversation
in the Art Library, (2017.11.23)
1. 을 제19호증 : automated-robot-scans-library-shelves,
(2016.06.02.)
1. 을 제20호증 : 노원어린이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완료,
(2016.06.02.)
1. 을 제21호증 : 지브라, 스마트폰에 장착 가능한 바코드 스캐너
선봬, (2016.06.02.)
1. 을 제22호증 : 상품만 들면 모든 정보가 나타나요, (2016.06.0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에 개시된 기술적 사상과 선행발
심결요지

명 2, 3에 개시된 기술적 특징을 결합한 후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
여 쉽게 도출 가능하다

판결요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간의 차이점이 주지관용기술이라 할지라도 인
용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기술적 동기가 결여되면 진보성이

(청구인용)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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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 맞춤형으로 조립되는 안경을 활용한 판매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그로 인해 조립
된 맞춤형 안경을 형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안경테의 전면부(11)와 다리부(12)에 연결부(13)를 개재하여 교체 가능하게끔
탈·부착되고, 안경테의 전면부(11) 및 다리부(12) 중 적어도 하나에 조절수단(20)을
더 구비하고, 조절수단(20)은 조절휠(28)을 통한 나선축(24)의 회전으로 길이 변동을
유발하며, 안경테의 전면부(11)와 다리부(12)에 식별 정보를 저장한 RFID태그(15)를
구비하는 견본품(10);
(구성 2) 안경용 제품의 진열대(31) 내부에 상기 견본품(10)을 다양한 규격과 형상 및
모양으로 수용하고, 진열대(31)의 가이드레일(32) 상으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33)에
RFID리더(35)을 구비하는 진열수단(30); 및
(구성 3) 상기 진열수단(30)에서 선택되는 견본품(10)의 착용상태를 PC(41) 상으로 시
뮬레이션하게 PC(41) · 모니터(42) · 카메라(43)를 연계하여 선택된 견본품(10)에
대한 착용 상태를 증강현실로 표출하고, 최적의 착용 상태에 부합하는 규격과 형상 및
모양으로 제작과 조립 및 결제 처리하는 처리수단(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맞춤형 조립안경의 판매시스템 및 맞춤형 조립안경(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합니다).

[도 1]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구
성도

[도 3] 변형 예에 따른 조절수단을 나타
내는 구성도

10…견본품 11…전면부 12…다리부 13…연결부 15…RFID태그 20…조절수단
22…하우징
24…나선축 26…베벨기어 28…조절휠 30…진열수단 31…진열대
32…가이드레일 33…스테이지 35…RFID리더 40…처리수단 41…PC 42…모니터
43…카메라 45…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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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1 : 공개특허공보 제10-2014-0042119호(2014.04.07.)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촬영 구역에 위치하는 가
상 착용자를 촬영하는 이미지 센서부; 패션물품에 대응하는 패션 이미지 정보가 저장
된 패션정보 저장부; 상기 이미지 센서부로부터 상기 가상 착용자가 촬영된 가상 착용
자 영상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가상 착용자 영상정보 및 상기 패션 이미지 정
보에 기반하여 상기 가상 착용자가 상기 패션물품을 착용한 상태에 대응하는 증강 현
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뮬레이션 제어부; 및 상기 가상 착용자를 비추는 반투명 거울
층과 상기 반투명 거울층 하부에 위치하여 상기 반투명 거울층을 투과하여 광을 출력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생성된 증강현실 이미지를 상기 평판 디스플
레이를 통해 출력하는 시뮬레이션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착용
장치

[도. 2] <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순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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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2 :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102601호(2003.04.08.)
상품 진열장(5)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고, 상품 진열장(5) 상부에 상품에 부착된 상품
식별 코드(바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위치로 독취수단(3)을 안내하는 가이드수단(4)을
갖춘 구성 등을 포함하는 상품 안내 표시장치

[도. 1] 상품 안내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2] 상품 안내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측면도

비교대상발명 3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31290호
안경테를 좌, 우측 안경알(1, 2)이 고정되는 좌측안경테(3)와 우측안경테(4)를 분
리하여 소정길이의 연결테(5)로서 연결구성하되, 상기 연결테(5) 중앙부위와 좌,
우측 안경테(3, 4)에 경첩(10)을 통해 연결되는 좌우측 안경다리(8, 9)의 중앙부
위는 연결 고리(6, 7)로서 상호 조립함으로써, 슬라이딩을 통한 신축조절이 가능
토록 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경테와 안경다리가 경첩(10)에 의해 조
립된 신축 조절식 안경

[도. 1] < 외관구성을 나타낸 부분 확대 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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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열수단(30)은 안경용 제품의 진열대(31) 내부에 다양한 규
격과 형상 및 모양을 가진 견본품(10)을 수용하고, 진열대(31)의 가이드레일(32)
상으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33)에 RFID 리더(35) 등을 구비함에 반해, 비교대
상발명 2는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 늘어놓을 수 있는 상품의 각
각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시 코드가 부여되는 구성이라 양 발명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의 기술이다.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쉽게
도출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 주장
o 구성 2(가이드레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 리더)는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도출 가능함
- 비교대상발명 2의 상품 진열장(5)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고, 상품 진열장(5) 상
부에 상품에 부착된 상품 식별 코드(바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위치로 독취수단
(3)을 안내하는 가이드수단(4)을 갖춘 구성으로부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진열방
식 및 RFID의 배치가 달리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상
의 창작 능력 범위 내에서 도출 가능함
- 주지관용기술 참고 : 가이드레일에 부착된 스테이지가 가이드레일 상에서 스테
이지가 이동 가능하고, 스테이지에는 카메라, 인쇄수단, 컷팅기, 또는 집게가
부착되어 스테이지상에서 이동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구성 2와 같은 가이드레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 리
더는 쉽게 도출 가능함

◈ 검토 의견
출원발명과 인용발명간의 차이점이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이라 할지라도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할 기술적 동기의 결여 또는 결합에 따른 상당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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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모두, 제품
의 진열대(31){상품 진열장(5)} 내부에 견본품(10)(상품)을 수용하고, 진열대(31){상
품 진열장(5)}의 가이드수단에 의해 이동 가능한 RFID리더(35){독취수단(3)}를 구
비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촬영된 착용자의 영상정보에 더하여
RFID태그를 구비하는 안경테 또는 패션물품을 선택하여 그 착용상태를 증강현실
로 표출하여 시뮬레이션한다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하
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안경테의 길이 변동을 유발하는 수단(구성 1에 해당)과
RFID리더를 구비하는 진열수단(구성 2에 해당)을 단순히 더 부가하고 있다.
구성 1 및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각각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구성 1 내지 구성 3을 결합함으로
써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상의 기술
자라면 필요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을 결합함으로서 쉽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의 판단
1)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안경용 제품의 진열대(31) 내부에 견본품(10)을 다양한 규격과
형상 및 모양으로 수용하고, 진열대(31)의 가이드레일(32) 상으로 이동 가능한 스
테이지(33)에 RFID리더(35)를 구비하는 진열수단(30)으로서, 이는 RFID리더(35)가
구비된 스테이지(33)가 가이드레일(32) 상에서 종횡(縱橫)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2) 구성요소 2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2에 상품 진열장(5)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고, 상품 진열장(5) 상
부에 상품에 부여된 상품 식별 코드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3)이 설치되어 있는 구
성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상품 진열장(5)에 전시된 상품을 사용자가 직접 손에
들고 상품에 부여된 상품 식별 코드인 바코드를 판독부(3a)에 판독시켜 상품 안내
영상이 출력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판독수단(3) 및 가이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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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 상품 안내 표시 장치(1)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는 수단이고,
더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 수단(4)은 사용자가 정보를 보고자 하는 상
품에 대한 식별 코드의 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수단에 해당할 뿐,
스테이지(33) 또는 RFID리더(35)를 이동시키기 위한 구성요소 2의 ‘가이드레일
(32)’과 전혀 상이한 구성이다.
3)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한 구성요소 2의 용이 도출 여부
비교대상발명 1은 가상 착용자가 들고 온 의류 등의 패션물품에 포함된 식별
표지(RFID Tag)를 판독기 (RFID Reader)로 판독하여 가상 착용자가 직접 패션물
품을 착용해 보지 않고도 선택된 패션물품이 착용된 상태로 출력되도록 하는 것
이고, 비교대상발명 2 역시 상품에 부여된 상품 식별 코드를 판독부(3a)에 직접
판독시켜 상품 안내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사용자가 휴대한 상품에 포함된 식별 코드
를 판독기가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증강현실 이미지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작동방식이 동일한 점, ㉡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의 아
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수요자가 상품을 손에 든 상태를 담
보하면서, 상품에 관한 안내 정보에 대해 영상 및 필요에 따라 음성에 의해 출력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 의욕을 확실히 환기시킬 수 있는 상품 안내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 2의 판독 수단(3) 등
을 가이드레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리더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
대상발명 2가 추구하는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비교대상발명 2의 판독 수단(3) 및 가이드 수단(4)을 굳이 가이드레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리더로 변경한 후 이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할
아무런 기술적 동기가 없다.
4)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구성요소 2의
용이 도출 여부 #1
을 제15, 16, 17호증에는 가이드레일에 부착된 스테이지가 가이드레일 상에서
스테이지가 이동 가능하고, 스테이지에는 카메라, 펜, 집게, 또는 컷팅기가 부착되
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들이 개시되어 있는바, 비록 가이드레
일 상에서 스테이지를 이동가능하게 하고 스테이지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수단을 부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의 판독 수단(3) 및 가이드 수단(4)을 굳이 가이드레일 상에
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 및 RFID리더로 변경한 후 이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
할 아무런 기술적 동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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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바탕으로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구성요소 2의
용이 도출 여부 #2
비교대상발명 1은 사용자가 휴대한 상품에 포함된 식별 코드를 판독기가 인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증강현실 이미지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
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가 휴대한 상품에 포함된 식별 코드를 판독기가 인
식하게 하는 구성을 모두 제거하고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비교대상
발명 2의 판독수단(3) 및 가이드 수단(4)을 가이드레일 상에서 이동 가능한 스테
이지 및 RFID리더로 변경한 구성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을 두고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주지관용기술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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