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9허8903 거절결정(특)

원

고

A

대표자 부사장 및 지적재산자문대표 B
소송대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설호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

특허심판원이 2019. 10. 21. 2019원20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9호증)
1) 발명의 명칭: 개선된 파단 성능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16. 5. 31./ 2016. 7.
22./ 2018. 2. 19./ 제10-2018-7004825호
3) 청구범위(2019. 4. 3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3㎜ 이하의 두께(t)를 한정하는, 제1표면 및 상기 제1표면에 대립하
는 제2표면; 상기 제1표면으로부터, 산란 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0.16·t를 초
과하는 압축의 깊이(DOC)로 연장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산란 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624.5MPa 이상의 표면 압축 응력을
포함하는 압축 응력층, 여기서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은 120
MPa 내지 300MPa이며; 및 산란 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200MPa 이상인 최
대 중심 장력을 포함하는 강화 유리 제품으로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여기서, 상
기 유리 제품이 취약성 시험에 따라 파단된 후에, 상기 유리 제품은 복수의 파편을 포
함하고, 여기서 상기 복수의 파편 중 적어도 90%는 5 이하의 종횡비를 갖고, 상기 강
화 유리 제품은 접착제에 의해 밀폐층 상에 배치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강화
유리 제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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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청구항】(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2】 본 개시는 개선된 파단 성능(fractur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된 파단 패턴 및 다이싱 거동(dicing behavior)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이다.
【0003】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리더 및 랩탑과 같은, 휴대용 장치를 포함하는, 소비자
전자 장치는, 종종 커버 유리로서 사용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강화유리 제품을 혼입한다. 커
버 유리가,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구조물과 같은, 기판에 직접 결합되기 때문에,
강화 유리 제품이 파단되는 경우, 이러한 제품은 표면 압축 응력 및 유리의 표면 밑에 인장
응력의 조합에 의해 생성된 저장된 에너지로 인해 자유 표면(free surface)으로부터 작은 파
편 또는 입자를 방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파단은, 균열 및/또는 균
열의 형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은 파편은, 특히, 사용자 얼굴(즉, 눈과 귀) 아주 가까이에서
지연 방식(delayed manner)으로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파단된 표면을 계속해
서 사용하고 터치하는 경우, 특히, 균열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및 날카로운 모서리 및 가
장자리를 가진 파편이 존재할 때, 따라서, 조그마한 상처 또는 찰과상에 민감하여, 장치 사
용자에게 잠재적인 우려이다.
해결 과제
【0004】 따라서, 유리 제품이 파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짧은 균열 길이 및 더 적은 방출된
입자를 발생하는 다이싱 효과와 같은, 향상된 다이싱 거동을 나타내도록, 변형된 파편화 거
동(fragmentation behavior)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파단시, 더
적은 파편 및 적은 운동 에너지 및 운동량을 갖는 파편을 방출하는, 유리 제품에 대한 필요
성이 또한 있다.
【0007】 본 개시의 제3 관점은,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강화 유리 기판, 밀폐층
(containment layer); 및 지지체(support)를 포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상기 장치
는, 태블릿, 투명 디스플레이, 휴대폰, 비디오 플레이어, 정보 단말 장치, 전자- 판독기, 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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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또는 불- 투명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본 개시의 제1 관점은, 샤워부스용 패널(shower panels) 또는 자동차 창 패널에 사
용되는 완전히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리와 유사한 다이싱 효과를 갖는 치밀한 파단 패턴
(dense fracture pattern)으로 파단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강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이다. 몇
몇 구체 예에서, 파편은 사람에게 덜 해롭게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현재 공지된 열
템퍼링 공정에 의해 달성 가능한 두께보다 현저히 작은 두께를 갖고 및 화학적으로 강화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동을 나타낸다. 몇몇 구체 예에서, 파편은 공지된 열적으로 템퍼링
된 유리에서 관찰된 파편보다 심지어 작거나 또는 더 미세하다. 예를 들어, 유리 제품의 구
체 예는, 유리 제품이 파단되는 경우, "다이싱" 효과를 나타내고, 파편이 도 1a와 연관하여
이하 더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스플린터(splinter)보다는 오히려 입방체와 유사하도록, "
다이싱된" 파편은, 작은 종횡비를 가지며, 및 파단 발생된 표면 및 형성된-대로의 표면은 더
큰 각도(즉, 더 적은 블레이드-형(blade-like) 또는 나이프-형 각도)를 형성한다. 몇몇 사례에
서, 상기 다이싱된 파편은, 유리 제품의 주 평면의 임의의 방향으로 2밀리미터(㎜) 이하의 최
대 또는 가장 긴 치수로 제한된다. 몇몇 사례에서, 파단된 경우 또는 유리 제품이 파단 후,
유리 제품은, 약 10 이하 또는 약 5 이하(예를 들어, 약 4.5 이하, 약 4 이하, 약 3.5 이하,
또는 3 이하, 약 2.5 이하, 약 2 이하)의 평균 종횡비를 갖는 복수의 파편을 포함한다. 몇몇
구체 예에서, 복수의 파편의 평균 종횡비는, 약 1 내지 약 2의 범위이다. 몇몇 사례에서, 복
수의 파편의 약 90% 이상, 또는 약 80% 이상은, 여기에 기재된 평균 종횡비를 나타낸다. 여
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종횡비"는, 파편의 가장 짧은 또는 최소 치수에 대한 파편의
가장 긴 또는 최대 치수의 비를 지칭한다. 용어 "치수"는 길이, 폭, 대각선, 또는 두께를 포
함할 수 있다. 파단된 후 이러한 파편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은, 여기에서 "다이싱"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0022】 하나 이상의 구체 예의 강화 유리 제품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 프로파일은, 공지된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리 제품 및 공지된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제품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
프로파일들 사이에서 구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열 템퍼링된 유리는, 파손을 방지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여기서 흠들(flaws)이 유리에 도입될 수 있는데, 이는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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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흠들이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따라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큰 CS 층(예를 들어, 유

도 2 공지된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

리의 총 두께의 약 21%)을 종종 나타내기 때문
이다. 열 템퍼링에 의해 발생된 응력 프로파일
의 예로는 도 2에 나타낸다. 도 2에서, 열 처리
된 유리 제품(100)은, 제1표면(101), 두께(t1), 및
표면 CS(110)를 포함한다. 유리 제품(100)은, 여
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제1표면(101)으로부터
DOC(130)까지 감소하는 CS를 나타내고, 이 깊
이에서 응력은 압축으로부터 인장 응력으로 변
화하고, 및 CT(120)에 도달한다.
【0024】 공지된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제품은, 비록 화학적 강화가 열적 템퍼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리 제품의 두께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지라도,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리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내지 않는다. 화학적 강화에 의해(예를 들어,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발생된 응력 프로파일의 예로는, 도 3에서 나타

도 3 공지된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계

낸다. 도 3에서,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 제품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

(200)은, 제1표면(201), 두께(t2) 및 표면 CS(210)
를 포함한다. 유리 제품(200)은,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표면(201)으로부터 DOC(230)로
감소하는 CS를 나타내며, 이 깊이에서 응력은
압축으로부터

인장

응력으로

변화하고

및

CT(220)에 도달한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파일은, 도 2에 나타낸 CT 값과 비
교하여, 일정하거나 또는 거의 일정한 인장 응
력 및, 종종, 더 낮은 CT 값을 갖는 CT 영역 또는 평평한 CT 영역을 나타낸다.
【0041】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 제품은 또한 DOC와는 다른 칼륨이온의 침투의 깊이("칼륨
DOL")를 나타낼 수 있다. DOC와 칼륨 DOL 사이에 차이의 정도는, 유리 기판 조성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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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생긴 유리 제품에 응력을 발생시키는 이온 교환 처리에 의존한다. 유리 제품에서 응
력이 유리 제품 내로 칼륨이온으로 교환하여 발생되는 경우, (CS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은) FSM은 칼륨 DOL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응력이 유리 제품 내로 나트륨 이온을 교환
하여 발생되는 경우, (CT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은) SCALP는 DOC에 측정하는데 사용되
고, 그 결과로 생긴 유리제품은, 칼륨이온의 침투가 없기 때문에, 칼륨 DOL를 갖지 않을 것
이다. 유리 제품에서 응력이 유리 내로 칼륨 및 나트륨 이온 모두를 교환하여 발생되는 경
우, 나트륨의 교환 깊이는 DOC를 나타내며, 및 칼륨이온의 교환 깊이는, 압축 응력의 크기
에서 변화를 나타낸다(그러나, 응력이 압축으로부터 인장으로 변화하지 않음); 이러한 구체
예에서, DOC는 SCALP에 의해 측정되고, 및 칼륨 DOL은 FSM에 의해 측정된다. 칼륨 DOL
및 DOC 모두가 유리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 칼륨 DOL은 통상적으로 DOC 미만이다.
【0048】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 제품은 약 370℃ 내지 약 480℃의 온도를 갖는
10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 기판은 약 5% 내
지 약 90%의 KNO3 및 약 10% 내지 약 95%의 NaNO3를 포함하는 용융 혼합 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 기판은 Na2SO4 및 NaNO3를 포함하는 용융 혼합
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으며 및 더 넓은 온도 범위(예를 들어, 약 500℃ 이하)를 가질 수 있
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 제품은, 제1
욕조에 침지 후에, 제2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제2 욕조에서 침지는, 100% KNO3를 포함하는

도 4 본 발명의 구체 예에 따른 강화된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

용융염 욕조에서 15분 내지 8시간 동안 침지를
포함할 수 있다.
【0053】 도 4는, 화학적으로 강화 유리 제품
(300)의(x-축을 따라 도시된) 두께(t1)를 따른 응
력 프로파일의 단면도이다. 응력의 크기는, 제로
응력을 나타내는 라인(301)과 함께 y-축 상에 예
시된다.
【0054】 응력 프로파일(312)은, 제1 주 표면(302)
및 제2 주 표면(304) 중 하나 또는 모두로부터 DOC(330)로 연장되는(표면 CS값(310)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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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S층(315), 및 DOC(330)로부터 제품의 중심 부분으로 연장되는(CT(320)을 갖는) CT층
(325)를 포함한다.
【0064】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약 6 micrometers 내지 약 20
micrometers의 범위에서 칼륨 DOL을 포함한다. 몇몇 구체 예에서, 칼륨 DOL은, 유리-계 제
품의 두께(t)의 함수에 따라 표현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칼륨 DOL은, 약
0.005t 내지 약 0.05t의 범위일 수 있다.
【0081】 금속 산화물의 농도는, 하나 이상의 금속 산화물(예를 들어, Na2O 및 K2O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2개의 금속 산화물이 활용되고 및 이온의 반경이 서
로 다른 경우,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얕은 깊이에서보다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를 초과하고, 반면에 더 깊은 깊이에서,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단일 Na- 및 K-함유 욕조가 이온 교환
공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유리-계 제품 내에 K+ 이온의 농도는, 더 얕은 깊이에서 Na+ 이온
의 농도를 초과하지만, 반면에 Na+의 농도는 더 깊은 깊이에서 K+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
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온의 크기에 기인한다. 이러한 유리-계 제품에서, 표면에 또는 그
근처에 구역은, 표면에 또는 그 근처에서 더 많은 양의 더 큰 이온(즉, K+ 이온)으로 인해
더 큰 CS를 포함한다. 이 더 큰 CS는, 표면에 또는 그 근처에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응력 프로파일(즉, 표면에서 응력 프로파일 내에 스파이크)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0087】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응력 프로파일(312)은, 두께의 일부를 따라 변하는 금속
산화물(들)의 0이 아닌 농도에 기인하여 발생된다. 농도에서 변화는 구배로 여기에 지칭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금속 산화물의 농도는, 0이 아니며 및 약 0·t 내지 약 0.3·t의 두
께 범위를 따라 변한다.
【0094】 여기에 기재된 유리 제품은, 15J/㎡ 이상 (예를 들어, 약 15J/㎡ 내지 약 50J/㎡)의
범위에서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0097】 저장된 인장에너지 (J/㎡) = [1-υ ]/E∫σ^2dt
【0098】 여기서, υ는 푸아송비이고, E는 영률이며, 적분은 인장 영역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0189】 본 개시의 또 다른 관점은, 내-파단성 유리 제품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약 1 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를 한정하는 제1표면 및 제2표면을 갖는 유리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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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단계 및 내-파단성 유리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리
기판에 응력 프로파일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응력 프로
파일을 발생시키는 단계는, 유리 기판 내로 복수의 알칼리 이온을 이온 교환하여 두께를 따
라 연장되는 0이 아닌 농도의 알칼리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알칼리 금속 산화물 농도 구
배를 형성하는, 이온 교환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예에서, 응력 프로파일을 발생시키
는 단계는, 약 350℃ 이상의 온도(예를 들어, 약 350℃ 내지 약 500℃)를 갖는, Na+, K+,
Rb+, Cs+ 또는 이들의 조합의 질산염을 포함하는 용융염 욕조에 유리 기판을 침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예에서, 용융 욕조는 NaNO3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및 약 48
5℃의 온도를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욕조는 NaNO3를 포함할 수 있고, 및
약 430℃의 온도를 가질 수 있다. 유리 기판은, 약 2시간 이상, 내지 약 48시간까지(예를 들
어, 약 12시간 내지 약 48시간, 약 12시간 내지 약 32시간, 약 16시간 내지 약 32시간, 약
16시간 내지 약 24시간, 또는 약 24시간 내지 약 32시간) 동안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0190】 몇몇 구체 예에서, 상기 방법은, 하나 이상의 욕조에서 연속적인 침지 단계를 사용
하는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유리 기판을 화학적으로 강화시키거나 또는 이온 교환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욕조는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욕조의 조성물은 동일한 욕조에 단일 금속(예를 들어, Ag+, Na+, K+, Rb+, 또는 Cs+) 또는
금속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 욕조가 활용되는 경우, 욕조는 서로 같거나 다
른 조성물 및/또는 온도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이러한 욕조에서 침지 시간은, 같거나 또는
원하는 응력 프로파일을 제공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
【0191】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제2 욕조 또는 후속 욕조는 더 큰 표면 CS를 발생시키
는데 활용될 수 있다. 몇몇 사례에서, 상기 방법은, DOC 및/또는 층의 화학적 깊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더 큰 표면 CS를 발생하기 위해 제2 또는 후속 욕조에 유리 물질
을 침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 예에서, 제2 또는 후속 욕조는 단일 금속(예를
들어, KNO3 또는 NaNO3) 또는 금속들의 혼합물(KNO3 및 NaNO3)을 포함할 수 있다. 제2
또는 후속 욕조의 온도는, 더 큰 표면 CS를 발생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제2 또는 후속 욕조에서 유리 물질의 침지 시간은 또한 DOC 및/또는 층의 화학적 깊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더 큰 표면 CS를 발생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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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욕조에서의 침지 시간은, 10시간 미만(예를 들어, 약 8시간 이하, 약 5시간 이하, 약 4
시간 이하, 약 2시간 이하, 약 1시간 이하 약 30분 이하, 약 15분 이하 또는 약 10분 이하)
일 수 있다.
【0195】 실시예 1
【0196】 실시예 1A-1B 및 비교예 1C-1G에 따른 유리 제품은, 58 mol% SiO2, 16.5 mol%
Al2O3, 17 mol% Na2O, 3 mol% MgO, 및 6.5 mol% P2O5의 공칭 유리 조성물을 갖는 유
리 기판을 제공하여 만들어진다. 유리 기판은 0.4mm의 두께 및 50mm의 길이 및 폭의 치
수를 갖는다. 유리 기판은, 표 2에 나타낸 기간 동안 약 420℃의 온도를 갖는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침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화학
적으로 강화된다.
【0199】 실시예 2
【0200】 실시예 2A-2C 및 비교예 2D-2F에 따른 유리 제품은, 유리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유리 기판을 화학적으로 강화시키는 단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실시예 2A-2C 및 비
교예 2E-2F에 사용된 유리 기판은, 69.2 mol% SiO2, 12.6 mol% Al2O3, 1.8 mol% B2O3,
7.7 mol% Li2O, 0.4 mol% Na2O, 2.9 mol% MgO, 1.7 mol%ZnO, 3.5 mol% TiO2 및 0.1
mol% SnO2의 공칭 유리 조성물을 갖는다.
【0201】 유리 기판은 1mm의 두께 및 공지된 이동 장치 하우징과 조립을 허용하는 길이 및
폭의 치수를 갖는다.
【0213】 실시예 4
【0214】 실시예 4A-4B 및 비교예 4C-4F에 따른 유리 제품은, 실시예 1과 동일한 공칭 조성
물을 갖는 유리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유리 기판을 강화시키는 단계에 의해 만들어
진다. 유리 기판은 0.4mm의 두께를 갖고, 및 표 6에 나타낸 기간 동안 430℃의 온도를 갖
는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유리 기판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화학적으로 강화된다.
【0215】 【표 6】
실시예 5에 대한 이온 교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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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유리

제품

내의

실시 예

침지 시간 (hours)

실시 예 4A

16

실시 예 4B

32

비교 예 4C

4

비교 예 4D

8

비교 예 4E

64

비교 예 4F

128

K2O의

농도는

GDOES

(Glow-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도 13에서, 유리 기판에서 더 작은 Na+를 대체하는 더
큰 K+ 이온의 mol% (K2O로 표현)는 수직축에 나타내고, 및 이온-교환 깊이의 함수에 따라
플롯된다. 실시예 4A 및 4B는, 다른 프로파일보다 더 높은 저장 인장에너지 (및 중심 장력)
를 나타내며, 및 표면 압축의 크기뿐만 아니라 DOC를 극대화한다.
【0217】도 14는, 실시예 4A 및 4B와 동일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및 12시간 동안 460℃의
온도를 갖는 70% KNO3 및 30% KNO3(NaN03의 오기로 보인다)의 용융염 욕조에 침지시키
는 단계에 의해 형성된 실시예 4G의, IWKB 분석을 적용한 Roussev I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도 13 실시예 4에 대하여 이온 교환 깊이에
따른 K2O의 농도를 도시한 그래프

도 14 실시예 4G의 응력 프로파일

【0218】 실시예 5
【0219】 실시예 5A-5D (실시예 B 및 C는 비교예)에 따른 유리 제품은, 실시예 2A-2C와 동
일한 공칭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및 유리 기판을 강화시키는 단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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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진다. 유리 기판은, 표 7에 나타낸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화학적으로 강화된다.
【0220】 【표 7】
실시예 5에 대한 이온 교환 조건.
실시 예

용융 욕조 조성물

용융 욕조 온도 (℃)

침지 기간 (hours)

5A

80% KNO3/20% NaNO3

460

12

비교 예 5B

65% KNO3/35% NaNO3

460

12

비교 예 5C

100% NaNO3

430

4

5D

100% NaNO3

430

16

【0222】 비교예 5C 및 실시예 5D는, 접
착제에 의해 제약되지 않고, 및 파단된다.

도 15c 비교예 5C의

도 15d 실시예 5D의

파단 이미지

파단 이미지

그 결과로 생긴 파단된 유리 제품은 평
가된다. 도 15c 및 15d는 각각 비교예
5C 및 실시예 5D의 파단 이미지를 나타
낸다. 도 1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
예 5C는 더 큰 파편을 나타낸다. 도 15d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5D는 다이싱을 나타내는 파편을 결과한다. 서브-파편들(도시되
지 않음)은 유리 제품의 두께를 통해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진다.
【0229】 실시예 8
【0230】 실시예 8은 실시예 1과 동일한 공칭 조
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및 유리
기판을 강화시키는 단계에 의해 만들어진 유리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 기판은 0.4mm의 두께를
가지며, 및 2-단계 이온교환 공정에 의해 화학적
으로 강화되며, 여기서 유리 기판은 먼저 12시간
동안 460℃의 온도를 갖는 80% KNO3 및 20%
NaNO3의 제1 용융염 욕조에 침지되고, 상기 제1
용융염 욕조로부터 제거되며, 및 12분 동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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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실시예 8의 응력 프로파일

0℃의 온도를 갖는 100% KNO3의 제2 용융염 욕조에 침지된다. 그 결과로 생긴 유리 제품
은, IWKB 분석에 적용하는 Roussev I에 의해 측정된, 624.5 MPa의 표면 압축 응력, (0.208t
과 동일한) 약 83.3 micrometers의 DOC 및 약 152.6MPa의 최대 CT를 갖는다. 도 19는
micrometers 단위의 깊이의 함수에 따른 압축 응력(음의 값으로 나타냄) 및 인장 응력(양의
값으로 나타냄)을 나타낸다.

나. 선행발명(갑 제6호증의 1)
2016. 4. 14. 공개된 국제공개공보 WO2016/57787호에 게재된 ‘금속 산화물 농도
구배를 포함한 유리 및 유리 세라믹’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도 1 공지의 열 템퍼링된 유리-계 제품의

[0002] 본 개시는, 개선된 내파단성을 포함하

응력 프로파일

는, 개선된 내 손상성을 나타내는 유리-계 제품
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두께의 실질
적인 부분에 따라 변하는 0이 아닌 금속 산화물
농도 구배 또는 농도를 나타내는 유리 및 유리
세라믹 제품에 관한 것이다.
[0003] 열 템퍼링에 의해 발생된 응력 프로파
일의 실시예는 도 1에 나타낸다. 도 1에서, 열적
으로 처리된 유리-계 제품(100)은 제1표면(101),
두께(t1) 및 표면 CS(110)를 포함한다. 유리-계 제품(100)은,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표
면(101)으로부터 층의 깊이(DOL)(130)로 감소하는 CS를 나타내며, 이 깊이에서 응력은 압축
으로부터 인장 응력으로 변하고 및 최대 중심 장력 (CT)(120)에 도달한다.
[0004] 열 강화 및 원하는 잔류 응력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열적 구배가 이러한 제품의
코어와 표면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 템퍼링은 현재 두꺼운 유리-계 제품(즉,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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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llimeters 이상의 두께(t1)을 갖는 유리-계 제품)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두꺼운 제품은,
디스플레이(예를 들어, 휴대 전화, 태블릿, 컴퓨터,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소비
자 전자 제품), 건축용(예를 들어, 창문, 샤워 패널, 조리대, 등), 수송수단(예를 들어, 자동차,
기차, 항공기, 해상 선박, 등), 가전제품, 또는 박형 및 경-량 제품이지만, 우수한 내파단성을
요구하는 임의의 적용과 같은 많은 적용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실용적이지 않다.
[0005] 공지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계 제품은, 비록 화학적 강화가 열 템퍼링와 동일
한 방식으로 유리-계 제품의 두께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지라도, 열 템퍼링된 유리-계 제품
의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내지 않는다. 화학적 강

도 2 공지의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계

화(예를 들어, 이온 교환 공정)에 의해 발생된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

응력 프로파일의 실시예는 도 2에 나타낸다. 도
2에서,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계 제품(200)은
제1표면(201), 두께(t2) 및 표면 CS(210)를 포함
한다. 유리-계 제품(200)은,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표면(201)으로부터 DOC(230)로 감소하
는 CS를 나타내며, 이 깊이에서, 응력은 압축으
로부터

인장

응력으로

변화하고

및

최대

CT(220)에 도달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파일은, 도 1에 나타낸 최대 중
심 값과 비교하여, 일정하거나 또는 거의 일정한 인장 응력 및 종종, 더 낮은 최대 CT 값을
갖는 편평한 CT 영역 또는 CT 영역을 나타낸다.
[0006] 따라서, 개선된 내파단성을 나타내는 박형 유리-계 제품은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0007] 본 개시의 제1 관점은 제1표면 및 두께(t)(예를 들어, 약 3 millimeters 이하, 1
millimeters 이하 또는 약 0.5 millimeters 이하)를 한정하는 상기 제1표면에 대립하는 제2표
면, 및 두께를 따라 연장되는 응력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유리-계 제품에 관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약 0·t 내지 약 0.3·t의 범위 및 0.7·t를 초과하는 두께 사이의 응력 프
로파일의 모든 지점은 약 -0.1MPa/micrometers 미만 또는 약 0.1MPa/micrometers 초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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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젠트를 포함한다.
[0015]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유리-계 제품이 파단된 경우, 유리-계 제
품이 적어도 2 파편/inch2으로 파단되도록 내파단성을 나타낼 수 있다. 몇몇 사례에서, 유리
-계 제품은 3 파편/inch2 이상, 5 파편/inch2 이상 또는 10 파편/inch2 이상으로 파단될 수
있다.
[0016] 몇몇 사례에서, 유리-계 제품은 약 0J/㎡ 초과 내지 20J/㎡ 미만의 저장된 인장에너
지를 나타낼 수 있다.
발명의 설명
[0077] 2011년 5월 25일자에 발명의 명칭이 "Systems And Methods for Measuring the
Stress Profile of Ion-Exchanged Glass"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489,800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2012년 5월 3일자에 Rostislav V. Roussev 등에 의해 동일한 발명의 명칭으로 출
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13/463,322호(이하 "Roussev I"이라 함)에서, 템퍼링된 또는 화학적으
로 강화된 유리의 상세하고 및 정확한 응력 프로파일(깊이의 함수에 따른 응력)을 추출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개시된다. TM 및 TE 편광에 대한 바운드 광학 모드의 스펙트럼은 프
리즘 연결 기술을 통해 수집되며, 및 상세하고 정밀한 TM 및 TE 굴절률 프로파일 nTM(z)
및 nTE(z)를 얻기 위해 전체적으로 사용된다. 상기 출원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참조로 여
기에 혼입된다.
[0088] 이온 교환 공정은 통상적으로 유리-계 제품 내에 더 작은 이온과 교환될 더 큰 이
온을 함유하는 용융염 욕조(또는 둘 이상의 용융염 욕조)에 유리-계 제품을 침지시켜 수행
된다. 수성 염 욕조가 또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욕조(들)의 조
성물은 하나 이상의 더 큰 이온(예를 들어, Na+및 K+) 또는 단일의 더 큰 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욕조 조성물 및 온도, 침지시간, 염 욕조(또는 욕조들) 내에 유리-계 제품의 침지의
수, 다중 염 욕조의 사용, 어닐링, 세척 등과 같은 부가적인 단계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
지 않는, 이온 교환 공정에 대한 파라미터가, (제품의 구조 및 존재하는 임의의 결정질 상을
포함하는) 유리-계 제품의 조성물 및 강화 작동으로부터 결과하는 유리-계 제품의 원하는
DOL 또는 DOC 및 CS에 의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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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예로서, 유리-계 제품의 이온 교환은 더 큰 알칼리 금속 이온의 질산염, 황산염,
및 염화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염을 함유하는 적어도 하나의 용융 욕조에
유리-계 제품의 침지시켜 달성될 수 있다. 통상적인 질산염은 KNO3, NaNO3, LiNO3,
NaSO4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용융염 욕조의 온도는 통상적으로 약 380℃ 내지 약
450℃까지의 범위이며, 침지시간은 유리 두께, 욕조 온도 및 유리 확산도에 의존하여 약 15
분 내지 약 100 시간까지의 범위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다른 온도 및 침지시간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0089]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약 370℃ 내지 약 480℃의 온도를 갖는
10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계 기판은 약 5%
내지 약 90%의 KNO3 및 약 10% 내지 약 95%의 NaNO3을 포함하는 용융 혼합 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계 기판은 Na2SO4 및 NaNO3를 포함하는 용융
혼합 염 욕조에 침지될 수 있으며, 및 더 넓은 온도 범위(예를 들어, 약 500℃까지)를 가질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제1 욕조에 침지 후에, 제2 욕조에 침지
될 수 있다. 제2 욕조에 침지는 100% KNO3를 포함하는 용융염 욕조에서 15분 내지 8시간
동안 침지를 포함할 수 있다.
[0092] 유리-계 제품은 제1표면(302)으로부터
제2표면(304)까지(또는 두께(t)의 전체 길이를
따라) 연장되는 응력 프로파일을 포함한다. 도

도 3 본 발명의 구체 예에 따라
화학적으로 강화된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

3에 나타낸 구체 예에서,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Roussev I 및 II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은
응력 프로파일(312)은,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
은 FSM 측정 기술에 의해 추정된 응력 프로파
일(340)과 함께 나타낸다. x-축은 응력 값을 나
타내고 y-축은 유리-계 제품 내에 두께 또는
깊이를 나타낸다.
[0093]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응력 프로파일(312)은 응력 프로파일(312)이 330에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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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부터 인장으로 변하는(표면 CS(310)를 갖는) CS층(315), (최대 CT(320)을 갖는) CT층
(325) 및 DOC(317)을 나타낸다. CT층(325)은 또한 연관된 깊이 또는 길이 (327)(CT 영역 또
는 층)를 갖는다. 추정된 응력 프로파일(340)은 DOC를 초과하는 DOL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DOC 및 DOL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표면 (제1표면(302) 또는 제2표면
(304))으로부터 각각의 깊이에 대한 것이고, 이러한 DOC 또는 DOL은 또한 다른 표면으로부
터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0094] 표면 CS(310)는 약 150MPa 이상 또는 약 200MPa 이상(예를 들어, 약 250MPa 이
상, 약 300MPa 이상, 약 400MPa 이상, 약 450MPa 이상, 약 500MPa 이상, 또는 약
550MPa 이상)일 수 있다. 표면 CS(310)은 약 900MPa까지, 약 1000MPa까지, 약 1100MPa
까지, 또는 약 1200MPa 까지일 수 있다. 최대 CT(320)는 약 25MPa 이상, 약 50MPa 이상
또는 약 100MPa 이상(예를 들어, 약 150MPa 이상, 약 200MPa 이상, 250MPa 이상 또는
약 300MPa 이상)일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최대 CT(320)는 약 50MPa 내지 약
250MPa 범위(예를 들어, 약 75MPa 내지 약 250MPa, 약 100MPa 내지 약 250MPa, 약
150MPa 내지 약 250MPa 약 50MPa 내지 약 175MPa, 약 50MPa 내지 약 150MPa, 또는
약 50MPa 내지 약 100MPa)일 수 있다.
[0095] 몇몇 구체 예에서, 최대 CT(320) 대 표면 CS(310)의 비는 약 0.05 내지 약 1 범위
(예를 들어, 약 0.05 내지 약 0.5, 약 0.05 내지 약 0.3, 약 0.05 내지 약 0.2, 약 0.05 내지
약 0.1, 약 0. 5 내지 약 0.8, 약 0.0 .5 내지 약 1, 약 0.2 내지 약 0.5, 약 0.3 내지 약 0.5
범위)이다.
[0096]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응력 프로파일(312)은 제1표면(302) 및 제2표면(304)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확인될 수 있는, 통상적으로 표면 CS(310)인, 최대 CS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CS층 또는 영역(315)은 두께의 일부를 따라 DOC(317) 및 최대
CT(320)까지 연장된다.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DOC(317)는 약 0.1·t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DOC(317)는 약 0.12·t 이상, 약 0.14·t 이상, 약 0.15·t 이상, 약 0.16·t 이상, 0.17·t 이상,
0.18·t 이상, 0.19·t 이상, 0.20·t 이상, 약 0.21·t 이상, 또는 약 0.25·t까지일 수 있다.
[00102]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응력 프로파일(312) (및/또는 추정된 응력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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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은 두께의 일부를 따라 변하는 0이 아닌 농도의 금속 산화물(들)로 인해 발생된다.
[00104] 금속 산화물의 농도는 하나 이상의 금속 산화물(예를 들어, Na2O 및 K2O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다. 2개의 금속산화물이 활용되고 이온의 반경이 서로 다른, 몇몇 구체 예
에서,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얕은 깊이에서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
를 초과하고, 반면에 더 깊은 깊이에서,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단일 Na- 및 K-함유 욕조가 이온 교환 공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유리-계 제품 내에 K+ 이온의 농도는 얕은 깊이에서 Na+ 이온의 농도를
초과하고, 반면에 Na+이온의 농도는 더 깊은 깊이에서 K+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다. 이것은
이온의 크기에 인해,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러한 유리-계 제품에서, 표면에 또는 근처에
구역은 표면에서 또는 표면 근처에서 더 많은 양의 더 큰 이온으로 인해 더 큰 CS를 포함
한다. 이 더 큰 CS는 표면에 또는 근처에 더 가파른 기울기(즉, 표면에서 응력 프로파일의
스파이크)를 갖는 응력 프로파일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00107]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제1 금속 산화물 농도 및 제2 금속 산
화물 농도를 포함하여, 제1 금속 산화물 농도는 약 0·t 내지 약 0.5·t의 제1 두께 범위를 따
라 약 0 mol% 내지 약 15 mol%의 범위 내에 있고, 제2 금속 산화물 농도는 약 0
micrometers 내지 약 25 micrometers (또는 약 0 micrometers 내지 약 12micrometers)의
제2 두께 범위를 따라 약 0 mol% 내지 약 10 mol%의 범위 내에 있다. 유리-계 제품은 선
택적인 제3 금속 산화물 농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금속 산화물은 Na2O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제2 금속 산화물은 K2O를 포함할 수 있다.
[00113] 여기에 기재된 유리-계 제품은 0J/㎡ 초과 내지 약 20J/㎡ 범위에서 저장된 인장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00114]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하기 수학식 3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저장된 인장에너지 (J/㎡) = 1-ν/2E∫σ^2dt (3)
여기서, n은 푸아송의 비이고, E는 탄성률이며, 적분은 오직 인장 영역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00115] 하나의 구체 예에서, 유리 표본은, 명칭이 "Standard Test Methods for Strength
of Glass by Flexure(Determination of Modulus of Rupture)인, ASTM C158-02(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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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2의 표제 "연마 절차(abrasion Procedures)"에 기재된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여 유
리 샘플에 전달되는 90 그릿 실리콘 카바이드(SiC) 입자로 링-온-링 전에 마모된다. ASTM
C158-02의 내용 및 특히 Annex 2의 내용은 그 전체가 참조로 여기에 혼입된다.
[00116] 링-온-링 시험을 하기 전에, 유리-계 제품의 표면은, ASTM C158-02의 도 A2.1에
나타낸 장치를 사용하여 샘플의 표면 결함 조건을 정규화 및/또는 조절하기 위해, ASTM
C158-02, Annex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마모된다. 연마재는 통상적으로 304kPa(44psi)의 기
압을 사용하여 15psi의 하중에서 유리-계 제품의 표면(110) 상으로 샌드블라스팅되지만; 하
기 실시예에서, 연마재는 25psi 및 45psi의 하중에서 표면(110) 상으로 샌드블라스팅된다.
기류가 설정된 후에, 5㎤의 연마재는 깔때기에 버리고 샘플은 연마재를 도입 후에 5초 동안
샌드블라스팅된다.
[00122] 몇몇 구체 예에서, 여기에 기재된 강화된 유리-계 제품은, 표면을 마모하기 위해
25psi 또는 심지어 45psi의 하중을 사용하여 마모된 링-온 -링 시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적어도 20kgf 및 약 30kgf 까지의 표면 또는 동이축 휨 강도를 갖는다. 다른 구체 예에서,
표면 강도는 적어도 25kgf이고, 또 다른 구체 예에서, 적어도 30kgf이다.
[00177] 표 2: 화학적 강화 전에, 실시예 1의 유리-세라믹 기판의 조성물.

실시예 4
[00184] 표 2의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들(각각 약 1mm의 두께를 가짐)은 430℃의 온도
를 갖는 NaNO3의 제1 용융염 욕조에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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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리-계 제품은 임의의 부가적인 강화 단계(실시예 4A)에 적용되지 않는다. 3개의 유리계 제품은 약 430℃의 온도를 갖는 KNO3의 제2 용융염 욕조에 0.75시간, 4시간 또는 8시
간(각각, 실시예 4B, 4C 및 4D) 동안 침지시켜 제2 강화 단계에 적용된다.
[00186] 도 13 및 도 14는 각각의 실시예

도 13 실시예 4B-4D에서 깊이에 따른 K2O

4B-4D의 깊이(micrometers로)의 함수에 따

및 Na2O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른 K2O 및 Na2O 각각의 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K2O의
화학적 깊이는 3 micrometers(실시예 4B,
KNO3 욕조에서 0.75시간 동안 침지), 6
micrometers(실시예 4C, KNO3 욕조에서 4
시간 동안 침지) 및 5 micrometers(실시예
4D, KNO3 욕조에서 8시간 동안 침지)이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2O는 전체 깊
이를 침투하고, 유리-계 제품의 전체 깊이를 따라 각각의 실시예 4B-4D에 대해 약 1 mol%
이상의 농도를 갖는다.
실시예 5
[00188] 표 2의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각각 약 1mm의 두께를 가짐)은 430℃의 온도를
갖는 NaNO3의 제1 용융염 욕조에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하나의
유리-계 제품은 임의의 부가적인 강화 단계에 적용되지 않는다(실시예 5A). 2개의 유리-계
제품은, 유리-계 제품을 390℃의 가열로 내에 놓아 약 8시간 또는 28시간 동안 가열로에서
유리-계 제품을 유지시켜 제2 강화 단계에 적용된다(각각, 실시예 5B-5C). 4개의 유리-계 제
품은 430℃의 온도를 갖는 KNO3의 제2 용융염 욕조에 4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침지시켜(제
1 강화 단계 후 및 다른 제2 강화 단계 후에) 제3 강화 단계에 적용된다(실시예 5D-5G). 각
각의 실시예 5A-5G에 대한 강화 단계는 표 3에 나타낸다. 측정된 CT 값은 또한 표 3에 나
타낸다.

- 19 -

[00189] 표 3: 실시예 5A 내지 5G에 대한 강화 단계

[00190] 최종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은, 도 17에 나타내며, 유리-계 제품의 깊이 또
는 두께는 x-축 상에 플롯되고 및 응력은 y-축 상에 플롯된다. 양의 응력 값은 CT 값이며,
음의 응력 값은 CS 값이다.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및/또는 제3 열처리의 지속 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DOC는 증가하고 및 CT는 감소한다. DOC 및 CT의 감소는 각각 도 18
및 19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00191] 실시예 5A-5G의 유리-계 제품은, 유리-계 제품의 일면이 테이프에 접착되고 반대
노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충격을 받고 파단되는 포크 시험(poke test)에 적용된다. 최종 파
편의 수는 유리-계 제품의 저장된 인장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실시예 5A, 5B
및 5D는 수많은 파편(즉, 50 및 심지어 100을 초과함)을 나타냈지만, 실시예 5F는 10개의
파편을 나타내고, 실시예 5C는 3개의 파편을 나타내며, 실시예 5E 및 5G는 4개의 파편을
나타낸다. 다수의 파편으로 파단된, 실시예 5A, 5B 및 5D는 약 100MPa 이하의 CT 값을 모
두 갖는 실시예 5C, 5E, 5F 및 5G보다 더 높은 CT(약 100MPa 초과)를 나타낸다.
실시예 6
[00192] 57.5 mol%의 SiO2, 16.5 mol%의 Al2O3, 16.7 mol%의 Na2O, 2.5 mol%의 MgO
및 6.5 mol%의 P2O5의 명목상 조성물을 가지며, 약 0.4mm, 0.55mm 또는 1mm의 두께를
갖는 유리 기판은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두께 및 화학적인 강화의 조건은 표 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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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3] 표 4: 실시예 6A-6D에 대한 두께 및 화학적 강화 조건

[00194] 실시예 6A는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용융염 욕조에 4시간, 8시간, 16시간, 32시
간, 64시간 및 128시간(실시예 6A-1 내지 6A-6) 동안 침지된다. 실시예 6B는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용융염 욕조에 4시간, 8시간, 16시간, 32시간, 64시간 및 128시간 동안 침지된다
(실시예 6B-1 내지 6B-6).
[00195] 실시예 6A-1 내지 6A-6, 실시예 6B-1 내지 6B-6, 실시예 6C-1 내지 6C-6 및 6D-1
내지 6D-6에 대한 용융염 욕조에 침지된 시간의 함수에 따른 CT 및 DOC 값은 도 21, 23,
25 및 27에 각각 나타낸다.
도 21 이온 교환시간에 따른 실시예 6A-1 내지

도 23 이온 교환시간에 따른 실시예 6B-1 내지

6A-6의 CT 및 DOC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6B-6의 CT 및 DOC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실시예 7
[00196] 표 2에 나타낸 명목상 조성물을 가지며 및 약 1mm의 두께를 갖는 유리 기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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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aNO3를 포함하고, 430℃의 온도인 용융염 욕조에서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유리
기판이 용융염 욕조에 침지된 기간은 표 5에 나타낸다.
[00197] 표 4: 실시예 7A-7G에 대한 화학적 강화 기간(또는 이온 교환시간)

[00198] 실시예 7A-7G의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은 도 28에 나타낸다. 이온 교환 시간

도 29 실시예 7A-7G의 CT 및 저장된
인장에너지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의 함수에 따른 CT 값 및 저장된 인장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도 29에 나타낸다.
실시예 8
[00199] 표 2에 나타낸 명목상 조성물을 가지
며 및 약 0.8mm의 두께를 갖는 유리 기판은
NaNO3 및 NaSO4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융염
욕조 및 500℃의 온도에서 15분 동안(비교예
8A) 및 16시간 동안(실시예 8B)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의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은 도 30에 나타낸다.
도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예 8A는 공지된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내지만, 실시예 8B는
본 개시의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 따른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의 유리-계 제품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실시예 4B-4D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계
산된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된 CT(MPa)의 함수에 따라 플롯
된다.
[00200]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예 8A는 (동일한 CT 값에 대하여) 실시예 8B보다

- 22 -

주어진 CT 값에 대해 훨씬 더 큰 저장된 인장에너지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약 55MPa
의 CT에서 비교예 8A는 약 8J/㎡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내지만, 실시예 8B는 약 3.5J/
㎡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낸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는 파단되었고, 실시예 8B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각으로 파단된 비교예 8A보다 더 적은 조각으로 파단되었다. 따라서,
이론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파단으로부터
결과하는 파편 패턴 또는 파편의 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도 30 깊이에 따른 비교예 8A 및 실시예

도 31 CT에 따른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의 응력 프로파일

8B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며, 발명의 설명은 이 발
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31.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30.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1, 13 내지 31은 선
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8. 2.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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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30.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
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2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1, 14 내지 22, 24 내지 28, 30, 31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8. 2.
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6. 20.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
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057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9. 10. 21.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제17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유리가 파단될 때 보다 큰 CT(중심 장력) 및 보다 큰 저장
된 인장에너지를 통해 많은 수의 다이싱된 패턴을 얻고자 하는 발명인데, 이에 반하여
선행발명은 보다 낮은 최대 CT 및 보다 낮은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통해 보다 적은 수
의 파편을 얻고자 하는 발명으로, 그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다.
2) 선행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표면 CS(압축 응력)와 최대 CT를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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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품을 교시하고 있지 않다.
3) 선행발명은 칼륨 층의 깊이에서의 압축 응력을 개시하거나 시사하고 있지 않다.
4) 선행발명은 유리 제품이 0J/㎡ 초과 내지 20J/㎡ 미만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갖는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2, 15항 발명 등에 기술된 바와 같은 40J/
m2 이상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갖는 것인바, 선행발명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유리 제
품은 서로 상이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이 요구하는 낮은 인장에너지의 상한값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최대 CT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17항 발명의 유리 제품(200MPa 이상의 최대 CT를 갖는 유리 제품)을 교시
하고 있지 않다.
5)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의 진보성 여부
에 대하여 판단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제1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화학공학 또는 재료공학 분야의 학사학
위 소지자로서 유리제품 제조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3년 정도인 사람을 기
준으로 한다1).

1)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0. 9. 18. 제1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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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과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갑 제6호증의 1)
- 제1표면 및 약 3mm 이하의 두께(t)를 한정하
는 상기 제1표면에 대립하는 제2표면; 및 두께를
따라 연장되는 응력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유리계
제품으로, 여기서, 약 0·t 내지 0.3·t의 범위 및
0.7·t 초과의 두께 사이의 응력 프로파일의 모든

[구성요소 1] 3㎜ 이하의 두께 (t)를 한정
하는, 제1표면 및 상기 제1표면에 대립하
는 제2표면; 상기 제1표면으로부터, 산란
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0.16·t
를 초과하는 압축의 깊이(DOC)로 연장되
고,

지점은 약 -0.1 MPa/micrometers 미만 또는 약
0.1 MPa/micrometers 초과인 탄젠트를 포함하며,
DOC는 약 0.1·t 이상(청구항 25 참조).
-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예를 들어, DOC
(317)는 약 0.12·t 이상, 약 0.14·t 이상, 약 0.15·t
이상, 약 0.16·t 이상, 0.17·t 이상, 0.18·t 이상,
0.19·t 이상, 0.20·t 이상, 약 0.21·t 이상, 또는 약
0.25·t 까지일 수 있음(식별번호 [0096] 참조).
・DOC는 약 0.2t 이고, 최대 CT는 약 220MPa
임(실시예 6B-5, 도 23 참조).
- DOC(압축의 깊이), CS(표면 압축응력), CT(중심

장력)는 산란 광 편광기로 측정(실시예 2 참조).
[구성요소 2] 산란 광 편광기 및 표면 응 - Roussev I에 의해 응력을 측정(식별번호
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2)된 것으 [0076], [0077] 참조).
로, 624.5MPa 이상의 표면 압축 응력을 - CS(표면 압축응력), CT(중심장력)는 산란 광 편
포함하는 압축 응력층, 여기서 칼륨층의 광기로 측정(실시예 2 참조).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은 - 응력 프로파일은 CS 및 최대 CT를 포함(식별번
120MPa 내지 300MPa이며; 및 산란 광 호 [0092] 참조)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200MPa - 표면 CS(310)는 약 250MPa 이상, 약 3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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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약 400MPa 이상, 약 450MPa 이상, 약
500MPa 이상, 또는 약 550MPa 이상일 수 있고,
표면 CS(310)은 약 900MPa까지, 약 1000MPa까
지, 약 1100MPa까지, 또는 약 1200MPa 까지일
수 있으며, 최대 CT(320)는 약 75MPa 내지 약
250MPa,

약

100MPa

내지

약

250MPa,

약

이상인 최대 중심 장력을 포함하는 강화 150MPa 내지 약 250MPa, 약 50MPa 내지 약
유리 제품으로서,

175MPa, 약 50MPa 내지 약 150MPa, 또는 약
50MPa 내지 약 100MP)일 수 있음(식별번호
[0094] 참조).
・최대 CT는 약 220MPa 이고, DOC는 약 0.2t
임(실시예 6B-5, 도 23 참조).
- 표면 CS(310)에 대한 최대 CT(320)의 비는

[구성요소 3] 여기서, 상기 유리 제품이

약

0.05 내지 약 1 범위임(식별번호 [0095] 참조).

취약성 시험에 따라 파단된 후에, 상기 유리 제품의 일면이 테이프에 접착되고 반대 노
유리 제품은 복수의 파편을 포함하고, 여 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충격을 받고 파단되는
기서 상기 복수의 파편 중 적어도 90%는 포크 시험에 적용될 때, 실시예 5A, 5B 및 5D의
5 이하의 종횡비를 갖고, 상기 강화 유리 최종 파편의 수는 수많은 파편(50 및 심지어 100
제품은 접착제에 의해 밀폐층 상에 배치 을 초과함)을 나타냄(식별번호

[00191] 참조).

되는 강화 유리 제품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3mm 이하의 두께(t)를 한정
하는 제1표면과 이에 대응하는 제2표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구성요소 1은 유리의
응력 프로파일에서 압축의 깊이(DOC)가 0.16t를 초과하는 것인데, 선행발명에도 유리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624.5MPa 이상의 표면 압축 응력’을 Roussev I에 의해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성
요소 2에서는 이를 ‘산란 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식별번호 [0230], 실
시예 8 참조), 이들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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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력 프로파일에서 압축의 깊이(DOC)가 0.16t를 초과하는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도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산란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표면
압축 응력이 624.5MPa 이상이고, 산란광 편광기에 의해 측정된 최대 중심 장력이
200MPa 이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에는 산란광 편광기 및 표면 응력 계
측기의 조합에 의해 측정된 표면 압축 응력(CS)이 624.5MPa 이상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고(표면 CS가 900MPa, 1000MPa, 1100MPa, 1200MPa까지인 것), 표면 CS에 대한 최
대 CT의 비가 0.05 내지 1 이므로, 선행발명에는 표면 CS가 624.5MPa 이상이고, 최대
CT가 200MPa 이상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성요소 2는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이하 ‘칼
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라 한다)이 120MPa 내지 300MPa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칼
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대한 수치범위의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유리제품이 파단된 후에 복수
의 파편을 가지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강화 유리 제품이 밀폐층 상에 배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선행발명의 명세서(갑 제6호증)에는 선행발명
이 휴대폰,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유리 제품이고(식별번호 [0004]),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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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일면이 테이프에 접착되고 반대 노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충격을 받아 파단되
는 포크시험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191]), 선행발명에
는 접착제에 의하여 밀폐층상에 배치되는 유리 제품이 개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은 파단된 복수의 파편 중 적어도 90%는 5 이하의 종횡비를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
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1)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용
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
라미터 발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
함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
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이나 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파라미터 발명은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 29 -

반면,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
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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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그 진보성 판단에 수치한정발명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
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
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2)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의 기술적 의의
(가) 구성요소 2에서 “칼륨 층의 깊이(depth of layer)에서의 압축 응력은 12
0MPa 내지 300MPa” 부분은 ‘칼륨 층의 깊이’와 그 깊이에서의 120Mpa 내지 3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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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압축 응력’을 변수로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한정하
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행발명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파라미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아래 기재(식별번호 [0041])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칼륨 층의 깊이’(DOL)는 이온 교환 처리시 유리 제품 내에서 칼륨 이
온으로 교환되어 나타나는 깊이를 의미하고,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은 유리 제품
내로 칼륨 이온(K+ 이온)과 나트륨 이온(Na+ 이온) 모두를 주입(이온교환)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응력의 프로파일에서 유리 제품의 표면에 또는 그 근처에서 나트륨 이온보
다 더 많은 양의 더 큰 이온(즉, 칼륨 이온)의 농도로 인해 형성된 압축 응력을 의미한
다.
【0041】 몇몇 구체 예에서, 유리 제품은 또한 DOC와는 다른 칼륨이온의 침투의 깊이 ("칼륨
DOL")를 나타낼 수 있다. DOC와 칼륨 DOL 사이에 차이의 정도는, 유리 기판 조성물 및 그
결과로 생긴 유리 제품에 응력을 발생시키는 이온 교환 처리에 의존한다. 유리 제품에서 응
력이 유리 제품 내로 칼륨이온으로 교환하여 발생되는 경우, (CS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은) FSM은 칼륨 DOL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응력이 유리 제품 내로 나트륨 이온을 교환
하여 발생되는 경우, (CT와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은) SCALP는 DOC에 측정하는데 사용되
고, 그 결과로 생긴 유리 제품은, 칼륨이온의 침투가 없기 때문에, 칼륨 DOL를 갖지 않을
것이다. 유리 제품에서 응력이 유리 내로 칼륨 및 나트륨 이온 모두를 교환하여 발생되는
경우, 나트륨의 교환 깊이는 DOC를 나타내며, 및 칼륨이온의 교환 깊이는, 압축 응력의 크
기에서 변화를 나타낸다(그러나, 응력이 압축으로부터 인장으로 변화하지 않음); 이러한 구체
예에서, DOC는 SCALP에 의해 측정되고, 및 칼륨 DOL은 FSM에 의해 측정된다. 칼륨 DOL
및 DOC 모두가 유리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 칼륨 DOL은 통상적으로 DOC 미만이다.

(다) 앞서 본 기재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 실시예 4에 관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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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구성요소 2에 제시된
위 파라미터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CT값 및 표면 CS값을 최
대로 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① 실시예 1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실시예
1A 등의 유리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을 430℃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결과, 동일한 유리 조
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한 비교예 보다 개
선된 보유강도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195] 내지 [0197]).
② 실시예 4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실시예
1A 및 1B의 유기기판과 거의 동일한 실시예 4A 및 4B의 유리 기판(430℃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
친 유리기판)은 동일한 유리 조성물을 갖는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
게 또는 길게 한 비교예보다 더 높은 저장 인장에너지 및 중심 장력(CT)을 가지고, 표
면 압축 크기뿐만 아니라 DOC도 극대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213] 내지 [0
217], 도 13, 도 14 참조).
(라) 한편, 선행발명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관한 개념,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가 가지는 기술적 의의가 모두 개시되어 있
다.
① 선행발명에는 아래와 같이, 이온 교환 처리시 유리 제품 내에서 칼륨
이온으로 교환되어 나타나는 깊이{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칼륨 층의 깊이(DOL)},
유리 제품 내로 칼륨 이온(K+)과 나트륨 이온(Na+) 모두를 주입하는 공정(이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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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응력의 프로파일에서 유리 제품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나트
륨 이온보다 더 많은 양의 칼륨 이온의 농도로 인해 형성된 압축 응력(이 사건 출원발
명의 명세서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에 관한 개념이 개시되어 있다.
[00104] 금속 산화물의 농도는 하나 이상의 금속 산화물 (예를 들어, Na2O 및 K2O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다. 2개의 금속산화물이 활용되고 이온의 반경이 서로 다른, 몇몇 구체 예에
서,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얕은 깊이에서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를
초과하고, 반면에 더 깊은 깊이에서, 더 작은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는 더 큰 반경을 갖는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단일 Na- 및 K-함유 욕조가 이온 교환 공정에서 사용
되는 경우, 유리-계 제품 내에 K+ 이온의 농도는 얕은 깊이에서 Na+ 이온의 농도를 초과하
고, 반면에 Na+이온의 농도는 더 깊은 깊이에서 K+ 이온의 농도를 초과한다. 이것은, 이온
의 크기에 인해,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러한 유리-계 제품에서, 표면에 또는 근처에 구역
은 표면에서 또는 표면 근처에서 더 많은 양의 더 큰 이온으로 인해 더 큰 CS를 포함한다.
이 더 큰 CS는 표면에 또는 근처에 더 가파른 기울기(즉, 표면에서 응력 프로파일의 스파이
크)를 갖는 응력 프로파일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00102]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응력 프로파일(312){및/또는 추정된 응력 프로파일 (340)}
은 두께의 일부를 따라 변하는 0이 아닌 농도의 금속 산화물(들)로 인해 발생된다. 농도에서
변화는 여기서 구배로 언급될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금속 산화물의 농도는 0이 아니
며, 약 0·t 내지 약 0.3·t의 두께 범위를 따라 변한다.

② 선행발명(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4와 동일한 유
리 조성물을 갖는 유리기판을 430℃의 80%의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또는 32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결과, 동일한 유리 조성물의
유리 기판에 대해 침지 시간을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한 다른 비교예보다 개선된 보
유강도를 가진다고 개시되어 있다(선행발명의 실시예 6, 식별번호 [0138], [0139], [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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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행발명(갑 제6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유리 기판을 16시간 및 24시간
용융염에 침지하는 경우 이보다 시간이 짧거나 긴 경우보다 가장 큰 표면 CS 및 최대
CT 값을 가진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다(선행발명의 실시예 7).
[00198] 실시 예 7A-7G의 유리-계 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은 도 28에 나타낸다. 응력 프로파
일은 SCALP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도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리 기판을 16시간 및 24시
간 동안 용융염 욕조에 침지는, 절대치로, 가장 큰 표면 CS 값 및 최대 CT 값을 나타내는
유리-계 제품을 결과한다.

➃ 선행발명의 실시예 6, 7에 관한 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최대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파마미터 도입 자체에 의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120MPa 내지 300MPa 내외에서 이질적이거
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2에 제시된 위 파라미터는 유리 제품 내의 칼륨의 농도를 조
절함으로써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2에도 이와 동일한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구성요소 2
의 파라미터 및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CT 및 표면 CS를 최대로 하는 효과
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120MPa 내지 3
00MPa 내외에서 이질적인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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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위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을 뿐이다.
【0065】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칼륨 DOL 깊이에서 압축 응력 값은, 약 50 MPa 내지 약
300 MPa의 범위일 수 있다. 몇몇 구체 예에서, 칼륨 DOL 깊이에서 압축 응력 값은, 약 50
MPa 내지 약 280 MPa, 약 50 MPa 내지 약 260 MPa, 약 50MPa 내지 약 250 MPa, 약 50
MPa 내지 약 240 MPa, 약 50 MPa 내지 약 220 MPa, 약 50 MPa 내지 약 200 MPa, 약
60 MPa 내지 약 300 MPa, 약 70 MPa 내지 약 300 MPa, 약 75 MPa 내지 약 300 MPa,
약 80 MPa 내지 약 300 MPa, 약 90 MPa 내지 약 300 MPa, 약 100 MPa 내지 약 300
MPa, 약 1100 MPa 내지 약 300 MPa, 약 120 MPa 내지 약 300 MPa, 약 130 MPa 내지
약 300 MPa, 또는 약 150 MPa 내지 약 300 MPa의 범위일 수 있다.

즉, 구성요소 2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의 수치범위인 ‘120 MPa 내
지 300 MPa’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여러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의 실
시예에서의 칼륨 DOL의 깊이에서 측정된 압축 응력의 수치범위에 불과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기재 외에 달리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의 수치 한정은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가 0.3 이상일
것을 요구하나 선행발명에 열거된 실시예는 모두 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가 0.3 미

- 35 -

만이므로, 선행발명은 구성요소 2의 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를 만족하는 유리제품을
교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 표면 CS가 624.5MPa 이상이고, 최대 CT가 200MPa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가 0.3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가 0.3 이상일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
소가 아님은 청구범위 기재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최대 CT 대 표
면 CS의 비가 0.3 이상일 것을 요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예를 들어, 표면 CS가 1,000MPa이고, 최대 CT가 200M
Pa인 경우 구성요소 2의 표면 CS 및 최대 CT의 수치범위 내에 있지만, 그럼에도 최대
CT 대 표면 CS의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4(4A 및 4B를 포함한다)는 칼
륨 DOL 및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예 4A와 관련하여 58 mol%
SiO2, 16.5 mol% Al2O3, 17 mol% Na2O, 3

도 13 실시예 4에 대하여 이온 교환 깊이에

mol% MgO, 및 6.5 mol% P2O5의 공칭 유리
조성물을 갖는 0.4mm 유리기판을 430℃의
80% KNO3 및 20% NaNO3의 용융염 욕조에
16시간 침지시키는 이온 교환 공정을 거친
유리제품 내의 K2O의 농도가, 약 160㎛의
깊이까지만 분포하고,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리기판의 표면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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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K2O의 농도를 도시하는 그래프

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실험 결과(도 13 참조)가 개시되어 있는데, 위 실험 결과에 의
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4에 칼륨 DOL이 형성되고, 그 결과 칼륨 DOL에서의
압축 응력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선행발명이 0J/㎡ 초과 내지 20J/㎡ 미만의 저장된 인
장에너지를 갖는 유리 제품을 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행발명의 저장된 인장에너
지의 상한값은 20J/㎡이다. 그런데 CT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된 인장에너지도 증가하므
로 저장된 인장에너지의 상한값 20J/㎡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최대 CT가 감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선행발명은 200MPa 이상의 최대 CT를 가지는 유리 제품을 교시하고 있
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에는 저장된 인장에너지가 약 37J/㎡ 정도인 실시예가 개
시되어 있는바(실시예 7D, 7E, 식별번호 [00198], 도 29 참조), 선행발명이 저장된 인장
에너지의 상한값을 20J/㎡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이점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복
수의 파편 중 적어도 90%는 5 이하의 종횡비를 갖는 것’은 파편이 열적으로 강화된 유
리와 유사한 다이싱 패턴을 가져 인체에 덜 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0017】 본 개시의 제1 관점은, 샤워부스용 패널 (shower panels) 또는 자동차 창 패널에 사
용되는 완전히 열적으로 템퍼링된 유리와 유사한 다이싱 효과를 갖는 치밀한 파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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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e fracture pattern)으로 파단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강화 유리 제품에 관한 것이다. 몇
몇 구체 예에서, 파편은 사람에게 덜 해롭게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현재 공지된 열
템퍼링 공정에 의해 달성 가능한 두께보다 현저히 작은 두께를 갖고 및 화학적으로 강화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동을 나타낸다. 몇몇 구체 예에서, 파편은 공지된 열적으로 템퍼링
된 유리에서 관찰된 파편보다 심지어 작거나 또는 더 미세하다. 예를 들어, 유리 제품의 구
체 예는, 유리 제품이 파단되는 경우, "다이싱" 효과를 나타내고, 파편이 도 1a와 연관하여
이하 더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스플린터 (splinter)보다는 오히려 입방체와 유사하도록, "
다이싱된" 파편은, 작은 종횡비를 가지며, 및 파단 발생된 표면 및 형성된-대로의 표면은 더
큰 각도(즉, 더 적은 블레이드-형(blade-like) 또는 나이프-형 각도)를 형성한다. 몇몇 사례에
서, 상기 다이싱된 파편은, 유리 제품의 주 평면의 임의의 방향으로 2밀리미터(㎜) 이하의
최대 또는 가장 긴 치수로 제한된다. 몇몇 사례에서, 파단된 경우 또는 유리 제품이 파단
후, 유리 제품은, 약 10 이하 또는 약 5 이하(예를 들어, 약 4.5 이하, 약 4 이하, 약 3.5 이
하, 또는 3 이하, 약 2.5 이하, 약 2 이하)의 평균 종횡비를 갖는 복수의 파편을 포함한다.
몇몇 구체 예에서, 복수의 파편의 평균 종횡비는, 약 1 내지 약 2의 범위이다. 몇몇 사례에
서, 복수의 파편의 약 90% 이상, 또는 약 80% 이상은, 여기에 기재된 평균 종횡비를 나타
낸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종횡비"는, 파편의 가장 짧은 또는 최소 치수에 대한
파편의 가장 긴 또는 최대 치수의 비를 지칭한다. 용어 "치수"는 길이, 폭, 대각선, 또는 두
께를 포함할 수 있다. 파단된 후 이러한 파편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은, 여기에서 "다이싱"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 그런데 선행발명 역시 화학적 이온강화를 통해 열적으로 강화된 패턴과 유
사한 형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유리의 파편 역시 구성요소 3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03] 내지
[0005], [0093], 도 1 내지 3 참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실시예 5D와 관련하여 69.2 mol% SiO2, 12.6 mol% Al2O3, 1.8 mol% B2O3, 7.7 mol%
Li2O, 0.4 mol% Na2O, 2.9 mol% MgO, 1.7 mol% ZnO, 3.5 mol% TiO2 및 0.1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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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의 공칭 유리 조성물을 갖는 1mm의 유리기판을 100% NaNO3 욕조에 16시간 동
안 430℃의 온도로 이온교환시킨 것이 다이싱을 나타내는 파편을 결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식별번호 [0200], [0201], [0218] 내지 [0222] 참조), 이는 선행발명의 실시예 7D
와 동일한 유리기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이온교환시킨 실시예에 해당한다(갑 제
6호증 식별번호 [00177], [00196] 내지 [0019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
시예와 동일한 조성물을 갖는 유리기판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온교환시킨 선행발명의
실시예도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다이싱 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발명에는 구성요소 3과 동일한 다이싱 패턴을 가지는 유리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유리 제품의 취약성 시험에
따른 파단 결과 복수의 파편 중 90% 이상이 5 이하의 종횡비를 가지는 구성’과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을 뿐이다.
[0017] 몇몇 사례에서, 파단된 경우 또는 유리 제품이 파단 후, 유리 제품은, 약 10 이하 또
는 약 5 이하 (예를 들어, 약 4.5 이하, 약 4 이하, 약 3.5 이하, 또는 3 이하, 약 2.5 이하,
약 2 이하)의 평균 종횡비를 갖는 복수의 파편을 포함한다. 몇몇 구체 예에서, 복수의 파편
의 평균 종횡비는, 약 1 내지 약 2의 범위이다. 몇몇 사례에서, 복수의 파편의 약 90% 이상,
또는 약 80% 이상은, 여기에 기재된 평균 종횡비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
어 "종횡비"는 , 파편의 가장 짧은 또는 최소 치수에 대한 파편의 가장 긴 또는 최대 치수의
비를 지칭한다. 용어 "치수"는 길이, 폭 , 대각선, 또는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파단된 후 이
러한 파편을 나타내는 유리 제품은, 여기에서 "다이싱"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몇몇 사례에서 유리 제품이 파단
된 후 10 이하 또는 5 이하, 4.5 이하, 4 이하, 3.5 이하, 3 이하, 2.5 이하, 2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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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종횡비를 가지는 복수의 파편을 포함하고, 복수의 파편의 90% 이상 또는 80% 이
상은 위 평균 종횡비를 가진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파단된 유리의 파편의 종횡비
를 위와 같이 한정한 것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수치범위 전후에서 이질적이거나 또는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가지는 등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기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복수의 파편 중
90% 이상이 5 이하의 종횡비를 가진다’는 수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의
유리 제품의 파단 시험 결과값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4) 선행발명(갑 제6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파편 패턴을 조절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
[00200]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 예 8A는 (동일한 CT 값에 대하여) 실시 예 8B보다
주어진 CT 값에 대해 훨씬 더 큰 저장된 인장에너지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약 55MPa
의 CT에서, 비교 예 8A는 약 8 J/㎡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내지만, 실시 예 8B는 약
3.5 J/㎡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낸다. 비교 예 8A 및 8B는 파단되었고, 실시 예 8B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각으로 파단된, 비교 예 8A보다 더 적은 조각으로 파단되었다. 따라서,
이론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파단으로부터
결과하는 파편 패턴 또는 파편의 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시에 인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는(덜 해
로운) 파편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는 유리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과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o 보통유리 내부에는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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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의로 내부의 응력층에 도달하는 파괴의 원인을 만들면 후술하는 물리강화3)의 경우
에는 내부의 인장응력에 의해 파괴의 원인이 되는 곳을 기점으로 균열이 급격히 발달, 전파
되어 유리 전체가 작은 파편(破片)으로 분단된다. 그림 9.25는 강화유리의 파쇄 모양이다. 소
파편으로 파쇄함으로써 강화유리는 파쇄시 인체에 대한 상해가 작다(을 제1호증 147면
7~12행 참조).
o 강화(tempering)는 강도(strength)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파편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지
않는 파편이 생성되도록 잔류 응력도 검토해야 한다(을 제3호증 157면 11~13행 참조).
o 물리 강화유리가 깨지면 산산조각이 되는데, 이 같은 내부의 인장 응력이 크기 때문에 파
괴가 발생하면 균열이 내부의 인장 응력층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내부의 인장응
력이 작은 화학 강화 유리의 경우에는 균열 방법은 강화하지 않은 유리와 마찬가지로, 예각
모양의 큰 조각이 된다. 또한 강화 후 절단 등의 가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학 강화 유리로
있었더라도 두께가 얇고 표면 응력이 크고 내부의 인장 응력이 커지면 물리 강화유리와 같
은 쪼개짐이 될 수 있다(을 제4호증 434면 우측컬럼 9~18행 참조).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단된 유리 파편의 종횡비에 관한 위 수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유리가 파단될 때 보다 큰 CT 및 보다 큰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통해 많은 수의 다이싱된 패턴을 얻고자 하는데 것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은 보다 낮은 최대 CT 및 보다 낮은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통해 보다 적은 수의 파편
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상이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는 열적 강화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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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발명(갑 제6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의 실시예가 최소한 2 파편
/inch2 이상의 내파단성을 나타내고, 3 파편/inch2 이상, 5 파편/inch2 이상, 10 파편
/inch2 이상 파단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이 보다 적은
수의 파편을 얻고자 하는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0015]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서, 유리-계 제품은 유리-계 제품이 파단된 경우, 유리-계 제품
이 적어도 2 파편/inch2으로 파단되도록 내파단성을 나타낼 수 있다. 몇몇 사례에서, 유리-계
제품은 3파편/inch2 이상, 5 파편/inch2 이상 또는 10 파편/inch2 이상으로 파단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파편의 수가 저장된 인장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CT가 클수록 파편의 수가 많아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은 파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CT를 크게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00191] 실시예 5A-5G의 유리-계 제품은, 유리-계 제품의 일면이 테이프에 접착되고 반대
노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충격을 받고 파단되는 포크 시험 (poke test)에 적용된다. 최종
파편의 수는 유리-계 제품의 저장된 인장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실시예 5A, 5B
및 5D는 수많은 파편(즉, 50 및 심지어 100을 초과함)을 나타냈지만, 실시예 5F는 10개의
파편을 나타내고, 실시예 5C는 3개의 파편을 나타내며, 실시예 5E 및 5G는 4개의 파편을
나타낸다. 다수의 파편으로 파단된, 실시 예 5A, 5B 및 5D는, 약 100MPa 이하의 CT 값을
도 30 깊이에 따른 비교예 8A 및 실시예
모두 갖는 실시 예 5C, 5E, 5F 및 5G보다 더 높
8B의 응력 프로파일
은 CT(약 100MPa 초과)를 나타낸다.
[00199] 표 2에 나타낸 명목상 조성물을 가지며
및 약

0.8mm의

두께를

갖는

유리 기판은

NaNO3 및 NaSO4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융염
욕조 및 500℃의 온도에서 15분 동안(비교예
8A) 및 16시간 동안(실시예 8B) 화학적 강화에
적용된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의 유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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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응력 프로파일은 도 30에 나타낸다. 도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예 8A는 공지된
응력 프로파일을 나타내지만, 실시예 8B는 본 개시의 하나 이상의 구체 예에 따른 응력 프
로파일을 나타낸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의 유리-계 제품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실시
예 4B-4D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계산된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된 CT(MPa)의 함수에 따라 플롯된다.

다) 또한, 실시예 8B에 관한 선행발명(갑 제6호증)의 아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
도, CT가 증가할수록 저장된 인장에너지는 커짐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선행발명은 CT
값을 증가시키면 저장된 인장에너지가 커지고 파편수도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00200]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예 8A 도 31 CT에 따른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
는 (동일한 CT 값에 대하여) 실시예 8B보다 주 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어진 CT 값에 대해 훨씬 더 큰 저장된 인장에
너지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약 55MPa의
CT에서, 비교예 8A는 약 8J/㎡의 저장된 인장
에너지를 나타내지만, 실시예 8B는 약 3.5J/㎡
의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나타낸다. 비교예 8A
및 실시예 8B는 파단되었고, 실시예 8B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각으로 파단된 비교예 8A보
다 더 적은 조각으로 파단되었다. 따라서, 이론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장된
인장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파단으로부터 결과하는 파편 패턴 또는 파편의 수를 조절하거
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5)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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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
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
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
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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