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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발명명세서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진보성에대한거절을명세서작성시부터극복함을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

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

 

자

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서 론

발명이라고해서모든것이특허를받을수있

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허법상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

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산업

상이용가능한것 신규성이있는것 진보성이있

특허법 제 조특허요건

①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의 에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분포된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② 특허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

식을 가진 자가 제 항 각호의 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발명을할수있는것일때에는그발명은제 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④ 생략함

는것에한하여독점적인권리인특허권을발명자

에게 주는 것이다 위의 가지 요건을 특허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특허

법 제 조 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심사관들이 특허를 심의함에 있

어서 법 조 거절사정 에 의거 특허로서 거절

이유가 되는 요소 중에 주로 법 조 항에 의한

진보성에대한거절과법제 조제 항및 항 에

의한 기재불비에의한것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

동법 제 조거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이하 거절이유 라한다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특허출

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 내

지제 항또는제 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할수없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또는 제 조에 규정된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그림

 

와 일본특허청의 거절이유 내용 분석

하고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조 제 항과 같

은 진보성에 대한 외국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 조 유럽특허법 제 조 일본특허법 제 조

제 항이며 이 중 일본법은 우리와 동일하다

동법 제 조특허출원

① ②는 생략

③ 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

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이하 청구항 이라 한

다 이 또는 이상 있어야 하며 그청구항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

재될 것

⑤ ⑥은 생략

 

그림

 

연구원 거절이유내용 분석

그리고세계주요국 즉 유럽특허청 와일

본 특허청의 거절이유내용을 보면 그림 과 같

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 에서의 발생되는

거절건 에 해당하는 거절이유 중 신규성과

진보성으로거절하는비율은 가넘으며 일본

특허청의거절건중에서 가바로그요소로거

절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년도 특허출원건인

건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동향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건 에 대하여 거절이유서가 발행

되었으며 거절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림 와

같다

이러한거절이유가발생하게되면현행규정에

따라 차에 걸쳐 달 이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서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 결국특허획득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 발생요

인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방지하여 권리획득 기간

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한

개념과 심사실무를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자 한다

* (A) 신규성, 진보성 (B) 기재불비 (C) 기타

국내

외국인

11.4%

6.7%

8.0%72.4%

10.9%6.5%75.9%

14.8%18.1%17.7%49.5%

(A) (B) (C)

(A)+(B)

일본 특허청의 거절이유내용 분석

EPO거절이유내용 분석

8.2%

(A) (B) (C)

(A)+(B)

(A) 신규성, 진보성(109건)
(B) 기재불비(140건)
(A)+(B) : 6건
(C) 기타(8건)

3%54%41% 2%

(A) (B) (C)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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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의 의의

진보성이라함은발명이선행기술에의하여용

이하게발명할수없는정도의것을말하며즉 다

시 말해서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특허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게재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상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진보성이라는용어는완전명세서의청

구범위가 어느 것인가에 관하여 청구된 범위의

발명이 자명하고 또한 본조 항에 게재한 것으로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 또한 출원인의 우선일 전

에 연방국에서실시된것에대하여어떤진보성

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 던 국특허

법 제 조 항 호 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진보성을특허요건으로구성한취지는당해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보성이

없는발명에까지특허를허여하는것은비슷한발

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의 난립으로 특허분쟁

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으며 창의적인 발명보다

모방하는 발명 경향으로 인한 질의 저하로 말미

암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진보성에 대한 개념은 각국마다 그

개념이 다르다 즉 미법계에서는 발명의 자명

성 내지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의 개

념이며 유럽특허조약과독일 프랑스법에서는발

명활동성의개념이며 우리나라및일본법은발명

의 비용이성 개념이다 그러나 진보성에 대한 심

사기준은신규성과달리객관적인표준이없이발

명구성의 문제로서 심사관의 기술적 수준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진보성에대한심사기준은다음과

같다 첫째 공지발명과 목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대비 검토하여 그 구성의 차이를 발

견하고 그 구성의 차이 부분에 대한 곤란성의 정

도에 따라 판단한다 구성에 곤란성이 있음이 명

백할때에는목적과작용효과에각별한것이없어

도진보성이있는것으로한다 둘째 목적이특이

하거나 작용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당업자라 할

지라도 그 구성의 채택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없

기때문에진보성이있는것이다 셋째 목적이특

이하지않고 작용효과가현저하지않은경우에는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정도이므

로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그 구성의 결합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진보성 판단

진보성 판단기준

진보성판단이란해당발명과공지발명을대비

검토함에 있어서 법조문에 규정된 문구의 해석의

범위내에서종합적으로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

것이라는논리구성의가부에대한판단이며 이러

한 판단은 대상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첫째 완성

된 발명이어야 하며 이는 발명이 성립된 상태에

서 진보성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둘째 산업

상 이용가능 해야 하며 셋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것은 발명의 구성요건 중 다

른 요건을 충족시키고 난 후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그림

 

진보성 판단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한 발명과 공

지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발

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가지 측면을 기초로

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

성 유무에 따라 이루어진다

목적의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자연현

상또는자연법칙에대하여새롭게인식되는발명

이나선행기술이갖는문제점에대한기술적문제

를 해결하는 것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는 것

은목적의특이성이있다고할수있다 구성의곤

란성은 해당발명이 출원당시 시점에서의 기술수

준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할 수 없는 기술

수단인경우이며 이는구성이신규기능을가지거

나 기능이완전히다른경우 기술적수단이상이

한 경우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한다 효과의

현저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효과가 당시의 기술수

준에서 공지기술과 비교해서 이질적이거나 또는

양적으로 현저하게 증대된 경우 현저성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진보성은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통

상의지식을가진제 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

는가 여부가 기준으로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 요약하자면

그림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① 목적

② 현저한 효과의 유무

③ 구성의 곤란성 유무

공

지

기

술

출원시 기술수준

목적의 예측성

구성의 예측성

효과의 예측성 불가: 진보성 무
  가: 진보성 유

목적 구성 효과

현저한 효과

있음 없음

진보성 유 진보성 무

목적 구성 효과

곤란성

있음 없음

진보성 유 진보성 무

효과의 예측성 유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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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의 형태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주합 전용 치환 용도변

경 배열변경 형상변경 수치한정에 상당하는 발

명이 이에 해당된다

진보성 심사실무

우리나라특허청에서는특허출원이접수된약

년 후부터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심사에서

심사관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특허법 제 조

를 근거로 특허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이유 중 대

부분이 동법 제 조에 나타난 진보성과 기재불비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특허법에 있어서는 진보성에 대한 규정

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허실무상 공지기술

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발명은 신규발

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하 다 그

러다가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 후

에 년에 특허법상에 진보성에 대한 규정으로

두어 특허요건으로 하게 되었다 이 때의 법적취

지는신규성이있으나통상의전문가에의해용이

하게생각할수있는발명은잠재적인기술수준에

속하므로 이것은 공유의 재산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이러한발명에까지권리를부여하게

된다면 특허권의 난립에 의하여 자유로운 기업활

동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정체하게 하

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법은 이러한 발명을 특허

부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선행기술에 비하여 그

목적 구성 또는 효과에 관하여 뛰어난 진보를 나

타낸 개량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의비약적인진보를자극하여기술및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심사관들은특허출원에대하여거

절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특허사정을 하

여야 하기 때문에 거절이유로서의 진보성을 결한

것이라는 사실은 심사관측에서 이를 주장하고 입

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첫째 동

법제 조 항에의거 발명의존재와내용 둘째

새로 출원한 발명의내용 셋째 와 발명의 차

이점이 라는 것 넷째 차이점 의 평가 다섯째

출원발명이 출원시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에 의해 발명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심사관의 입증 주장은 주로 심사관

의지식과경험에의한가치판단즉주관적으로이

루어진다 우리나라심사관들이기준으로하는심

사편람 에서의진보성설명은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주합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 조 제 항으로 거절한다 특허출원의 거

절이유중에주지또는관용되고있다는어구를사

용하는경우에는공지문헌이상당수있거나업계

에 알려져 왔거나 흔히 사용되고 있을 때 사용한

다 진보성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형

태는 그림 와 같다

그러나현행우리나라심사기준과심사편람은

모두 일본 특허청에서 년에 제정한 심사기준

등을 번역하여 만든 것이기에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년 월에 심사관들의 지금

까지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서 작성

관행에 관하여 바람직한 거절이유 작성형태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그림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유서의 예

① 거절이유 도입부의 기재사항에는 거절근거

법조문과 내용 및 거절대상의 청구항이 기록

되어야 한다

② 거절이유 전개부의 기재사항에는 첫째 거절

대상 청구항별 발명의 내용 둘째 인용하는

선행기술의 서지사항 및 내용 셋째 청구항

별 발명내용과 인용한 선행기술과의 기술대

비내용 즉 목적 구성 효과의 동일 또는 차이

점 비교 선행기술로부터 예측 또는 암시되는

개량의내용 심사관의판단관점또는암시되

는 개량의 용이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③ 거절이유종결부기재사항으로는거절이유를

해소할 수있는 한정조건이있는 경우구체적

으로 예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진보성 판단

미국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각국마다 그 견해가 틀

리며 법 자체도 다르다 미국에서의 진보성은 비

자명성 측면에서보고있다 미국

특허법 제 조 에서 이 규정을 발명이 특허법

제 조에 규정된대로 동일하게 개시 또는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발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당

업계의통상의기술자에게그기술이전체로서자

명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특허를받을수없다

특허성은그발명이이루어진경위에의해부정되

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비자명성에대해법문화된것은 년

이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년 호치키스 사건

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사건은 와

발명에대한선행기술 금속 과발명 자기 간의재

료의 차이에 의한 특허의 유효성이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당업자에의해 명

백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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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특허청의 거절이유서 형태 및 세부 내용의 예

은 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허무

효를 선언하 다

미국은 진보성에 대한 법제화 이후 많은 실무

적혼란을겪다가 년에가서야비자명성에대

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 다 그 때 비자명성에 대

한 중심적인 요점은 첫째 본조의 적용은 미국에

정하여진 특허제도 목적인 산업발전에 일치되어

야하며 둘째 비자명성은선행기술의내용 특허

발명과의차이및당해기술분야의수준과의비교

를 기본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년 연방고등재판소 를 설치하 으

며 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 어느 정도 자명한가

에 대한 축적된 판례를 적용하여 그 기준을 점차

발전시켰다 현행미국특허청에서수행하고있는

기준의 주요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은 유효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비권리

자가 특허무효를증명하지 않는한 특허는 유

효하다고 인정된다

② 비자명성 판단에 즈음하여 시장에 있어서 성

공 장기간에걸친요구 당업자간의의외감과

같은 차적고려요소에대하여충분한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특허 에 대하여 보

자명성에 대한 심사관의 세부적 내용

7. Claim 25. Insofar as definite, is rejected under
35 U.S.C. 103(a) as being unpatentable

With regard to claim 25, Nakamura et al.
Disclose the claimed invention except for the
specific crystalline orientation of the supercon-
ducting channel and the source/drain regions.

Inada et al. Teach ``an oxide superconductor
has the largest critical current density Jc in
direction perpendicular to c-axes of its crystal
lattice... the superconductor channel is formed of
a c-axis orientated oxide superconductor thin film
and the superconducting source region and the
superconducting drain regions are formed of a-
axis oriented oxide superconductor thin films''(col
2, line 67 to col. 3, line6).

It would have been obvious to one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to choose less critical current density
for the channel region than that for the
source/drain region as claimed since Nakamura et
al. already disclose the better combination of
forming the superconducting field effect device as
taught by Inada et al.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그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서 형태

다 엄격한 특허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

④ 결과론에 기초하여 비자명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⑤ 선행기술의 조합은 조합힌트가 기재되어 있

든가 또는 기술의 상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

는 것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⑥ 비자명성은각각의요소에관하여따로논하여

서는 아니되며 전체로서의 발명을 평가해야 한

다

미국특허청에서 발행한 거절이유서의 형태는

그림 와 같다

미국에서비자명성에대한거절은위의그림에

서보듯이미국특허법제 조의규정에의해거

절이유를 하며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거절

대상의 청구항 둘째 검색한 선행기술내용과 각

청구항의 발명내용 및 차이점 셋째 선행기술로

부터 암시되는 개량의 내용 넷째 암시된 개량이

왜 자명한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으로 그 내용

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출원인에게 요약서와 함께

보내주고 있다

일 본

일본 특허청에서 검토하는 진보성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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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우리와 비슷하다 즉 발명은 목적 구성 효

과의 요소에 의해 표현되며 그 요소에 의해 파

악된다 또 구성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작용을 수반하고 있고 효

과는목적의달성에있기때문에구성을중심으로

해서 작용효과를 보는 것도 발명을 파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특허의 진보성은 일본특허법 제 조 항에 의

거 거절되며 본 법규의 취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다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보서의 형태는 그

림 과 같다

유럽특허청

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자명성

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특허법

제 조 진보성 에 의하면 발명은 그것이 해당 기

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자명한경

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동법

제 조 제 항 에해당되는 서류또는선행기술에

속해 있을 때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

다

여기서 통상의 지식자에 대한 의 관점은

발명의출원일을기준으로해서출원일이전에존

재하는 선행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보며 특

허심사관을 전문가로 인정한다 특허심사관들은

이러한대접을받기위해 어 독일어 불어등의

법 제 조 신규성 제 항 당초 제출되었던 유럽 특허출원

에 대하여 그 출원일이 제 항에 공개된 날 이전이며 한편

제 조에 따라 공개되었던 것이 이날 또는 이 날 이후인 것

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선행기술로 간주한다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문헌을 정확

하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심사관들은 진보성에 대

한 심사지침 에 의거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데 이러한 지침에 의한 실무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구범위 특히 제 항 를 중심으로 신규

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에

기록된 인용 참증들을 모두 읽어보고 청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문헌을 최소

한 한두개를 선택한다

② 청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비교

하여 그 기술구성과 기술적인 효과의 차이점

을 분석한다

③ 주어진문제해결이참증에있는내용과그분

야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청구범위에 있

는 발명의요지에 도달하는것이 그분야의 통

상의 지식을가진 자에게자명한 것인지아닌

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기초로 의 심사관들

은 다음과 같은 실무방법으로 진보성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유럽특허청의진보성심사지침서규정 일견하여자명한것

도 사실상 진보성이 있는 발명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

억하여야 한다 일단 새로운 개념이 확립된 후에 공지의 사

실에서 시작하여 명백하게 용이한 절차를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는방법을이론적으로제시하는것은보통가능한일

이다 이와 같이 발명이 완성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 기준에 의해서 심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심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발견한 선행기술문헌은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

소들을 미리 알고 찾아낸 것이라는 점을 심사관은 항상 유

의해야 한다 심사관은 항상 출원인이 발명을 완성하기 이

전에 당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했던 전체적인

기술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당해기술분야와

다른 관련기술분야의 현장감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① 진보성 심사시 클레임과 참증을 비교하는 클

레임차트 를 이용한다 그림

그림 에서는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좌측 세

로 열로 나열하고 우측에는 참증을 나열한 후 청

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참증의 요소를 상호

대비하고 구성요소의 존재유무를 따진 후에 문헌

의 결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구범위 참증 참증

 

그림

 

진보성심사시 이용하는 클레임

차트의 예

② 그리고 개의문헌을결합하여진보성으로거

절한다 이때는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와그 해결수단이참증과어떤 관계에있는가

를 분석하여 만약 두문제가 참증과 유사하다

고판단되면 본발명은 자명한 것으로간주한

다

③ 사후고찰을금한다 이것은진보성판단대상

의 선행기술은 전체로서 평가하고 출원시를

기점으로 판단한다 이때 심사관이 컬럼버스

의 달걀처럼 사후적 고찰 관점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참증을 제시 논리

적으로 거절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의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서 형태는 그

림 과 같다

 

발명자의 명세서 작성시 및

거절이유서 접수시 진보성 검토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을보면첫째 해당기술분야 둘째 통상의지식을

가진자 셋째 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간

단히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및

파악방법은 이미 확립되어 있으나 진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항상 발명

을 공지기술과 대비한 후 주지 관용기술을 고려

하여판단되므로출원마다발명이다르고 공지기

술 및 주지 관용기술도 해당기술분야마다 다르며

시대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명자가 발명에 대해 권리를 빠른 시간내 확

보하기위해서먼저특허에대해기본적인사항들

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즉 새로운 것이라야 하며 진보성 즉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산업적 이용

가능성 즉 산업기술 발전과 산업에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요건중현재특허청실무에서가장많

이 특허로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신규성진보

성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발명자들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할 때 및 자기 발명시에 선행

기술조사및선행기술에대한분석을제대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허출원된발명의심사에있어서진보성을부

정하기 위한 인용예의 제시와 논리구축의 책임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있는 반면에 진보성의 존재를

입증시키는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다 이 말은 심

사관의진보성에대한거절이유의반박을위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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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서 형태

리구성 즉 심사관에 의한 진보성 부정의 논리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발명자가 해야할 일인 것이

다

이에따라서발명자가발명을한후그발명에

I
이 통지서에서 인용문헌은 다음의 특허문헌으로 되어 있다.

US - A - 3 968690(a)
US - A - 4 070912(b)
US - A - 4 296631(c)

이하 특허문헌을 각각 (a) (b) (c)라 하기로 한다.

II

1. 특허문헌(a)는 젖꼭지 부분과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인 수은주를 포함하는 고무 젖꼭지 동체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에 반응하는 고무 젖꼭지 조립체(assembly)를 나타낸다.

2. 특허문헌(b)는 잘 부러지지 않고 유연한 재료로 된 지지부와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로서 액정같은 구성을 가진 임의
온도에 변화하는 장치를 나타내는데, 상기의 액정구성은 최소한 어떤 온도에서 색의 변화를 나타낸다. 상기의 온도
는 예를 들어 37℃ 또는  37℃ 이상의 다른 온도일 수 있는데 그러한 장치는 안전하고 확실하다.

3. 특허문헌(a)의 온도에 반응하는 고무 젖꼭지에서 수은 온도계가 갖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감지는 보다 안전한 장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특허문헌(b)(그것은 특허
문헌(a)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에 있는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 예를 들면 37℃ 이상의 온도에서 색의 변화를
나타내는 액정같은 구성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업자는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인
수은을 상기의 액정같은 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특허문헌(a)의 구성요소를 쉽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특허문헌(b)에서 제시된 발명으로부터 수정된 특허문헌(a)의 구성은 청구항 1의 구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 1청구항
은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될 수 없다.
  이 통지서의 Section II 1-3에 사용한 용어는 청구항 1의 용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 온도에 반응하는 고무 젖꼭지 조립체”는 열에 반응하는 고무 젖꼭지 조립체보다 더 적절한 것 같고, 37.8℃는 설
명 및 청구항 2와 일치하지 않지만 37℃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제 1청구항의 발명의 진보성의 문제는 특허문헌(a)와 특허문헌(c)의 결합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문헌(c)에서는
도면 1,“ 발명의 배경,”“ 도표 2,” 제11란 55행 - 제13란 12행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가 깊다.

III

1. 청구항 2의 부가적인 특징은 특허문헌(b)에 잘 나타나 있다. 청구항 3의 부가적인 특징은 특허문헌(c)에 잘 나타나
있다. 청구항 5와 9의 부가적인 특징은 대체로 특허문헌(a)와 특허문헌(c)에 잘 나타나 있다(지지재료는 폴리비닐 클
로라이드이다). 청구항 4와 6에서 8까지의 부가적인 특징은 단순한 치환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 언급된 특징과 청구항 1은 결합관계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구항 2에서 9까지
는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될 수 없다.

2. 청구항 8의 특징부문(탄성체에 근거한 글리세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것 같고, 청구항 9의
특징은 청구항 8의 특징과 모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V

1. 청구항 10에서 14까지의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장치의 청구항에 대한 동일한 논증이 적용되어 진보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특허 받을 수 없다(제 52조 1항 및 제 56조 참조). 사실 언급된 제조방법은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었
기 때문에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진보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청구항 1에서 9까지의 고무 젖꼭지 조립체로부터, 그
방법으로 표현된 청구항도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항 13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대한권리를확보하기위해명세서작성시진보성

에 대해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사관의 인용참증의 거

절이유을 발생시킬 소지가 없도록 선행기술

에대한 조사와분석을 철저히 하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② 진보성의 존재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발명의 권리범위 작성시 선행특

허와 대비 주의를 기할 것

③ 명세서 작성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선

행기술과뚜렷이대비될수있도록작성할것

④ 종래기술에 대한 내용을 작성시 공지되지 않

은 사항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들을 공지

의 종래기술로 발명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

다 이경우에는 심사관이 명세서에 종래기술

로기재된 것을기초로 진보성을 판단할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⑤ 기술적사상상의차이를명백하게작성할것

즉 이것은 선행특허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

한 문맥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서 본원의

발명이 지향하는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이 선

행특허에기재되어 있을 경우그 특허는진보

성의 기초자료로 적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출원후특허청에서진보성에대한거절이

유서를통보받았을때발명자는답변서작성시고

려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출원특허에대한기술적인과제에대한기술

적시사가 인용예에없거나혹는 다른경우에

는발명의취지를강하게주장하여야한다 이

때 본원의발명의 구성과인용예에 기재된 기

술과의 구성상의 차이점을 동시에 주장하여

야 하며 가능한 본원 발명의 구성에 착하

여 구체적인기술적 과제를주장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② 본원발명의기술적과제가설혹인용예에시

사되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본원 발명의 구성

이 인용예와 다를때에는 진보성의 존재를 주

장할 수 있다 즉 구성상의 차이점에 관한 기

술적의의인작용의차이 각별한효과를충분

히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개 이상의 인용예에 기재된 기술에 의거 용

이하게 발명할수 있다고할 경우에는기술적

과제와 구성에서의 관점에서 주장이 이루어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도 도움이 된다

첫째 그조합에대한시사가없다고주장하는

것인데 발명은 복수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일정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의 구성요소가 공지

된것이라고할지라도그결합즉복수의구성

요소에는 진보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둘째 개이상의 인용예에 기재된 기

술을 가장적으로 조합하여도 본원 발명의 구

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경우는 개 인용예를 적

용하더라도 본원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

한 것이 있어야 된다 즉 단순한 주합 또는 치

환과는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④ 본원발명의구성과인용예에기재된기술사

이에차이가있지만심사관이그차이를주지

관용기술이라고 할 경우에는 발명자가 이 논

리에납득되지않을경우심사관에게주지 관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용이라는것을 시사하는 증거를요구할 수있

다 이는심사관에게주지 관용기술이라고하

는것을 입증하는책임이주어져 있기때문이

다 그렇지 않으면 발명자가 직접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위의 차이점

을나타내는 문헌을발견할수 없었다고주장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거절이유통지서에기재된심사관의논리

에 결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심사관의 진보성 부정 논리는 붕괴되고 심사관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관 논

리의결점은발명을정확히파악하지않고있다는

것과 인용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

논리구성에비약이있을수있다는것을고려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청 거절이유중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내용이다 이러한 거절이유서를 발명자가 통지받

을 때 특허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하는 답변을 하지 못해 거절사정되거

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거절사정된 후

에는 특허재판소에 항고하는 절차와 비용이 추가

로 지불되며 답변을 하지못해 포기할 경우 기존

출원시의 소모된 비용이 아깝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경우신규성및진보성

의내용으로거절이유서를통지받은양은 년도

한해 동안 받은 거절이유통지서의 를 차지하

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

출한 바 있다

년 월 이후 특허청에서는 바람직한 거절

이유서 작성형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있지만 그래도아직까지거절이유기재내용이

다소 구체화되었으나 대비구성을 단순 나열하여

기재하는 정도라고 스스로 평가 내리고 있다 즉

다시말해서나열한대비구성간에용이변경을할

수 있다는 식의 기재와 어떤 상황이 대비 구성간

의 용이변경을 예측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진보성에 대한 개념을 사전

에 이해해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특허

의 권리 획득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거절이유서

접수시 체계적으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원명

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 효과의현저성이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

식을가진제 자가용이하게알수있도록해야하

며 선행기술을조사분석하여인용예가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진보성거절이유시어떻

게 요령있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출원 전에 이러한 이유의 발생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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