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제

법
1

원
부

판

결

사

건

2017허3492 등록무효(특)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 한도오따이 에네루기 켄큐쇼
(株式会社 半導体エネルギー研究所)
일본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회, 송승필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홍진영, 윤영일

피

고

고쿠리츠켄큐카이하츠호진 카가쿠기쥬츠신코키코
(国立研究開発法人 人科学技術振興機構)
일본국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천성진, 정민혜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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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7. 3. 23. 2014당21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아몰퍼스 산화물 및 박막 트랜지스터
2) 출원번호/출원일/제1우선일/제2우선일:
제10-2006-7017632호/2005. 2. 28./2004. 3. 12./2004. 11. 10.)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3】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기상성막법으로 성
막되는, In, Ga, Zn 및 O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결정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이며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동도가 1㎠/(V
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반절연성인 투명 반절
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23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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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제23 내지 26항 발
명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4】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기상성막법으로 성막되는, In, Ga, Zn, Mg 및 O
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결정
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1-xMgxO)m(m은 6 미만의 자연수, 0.80≤x＜0.85)이며,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
16

자캐리어 농도가 10 /㎤ 이하인 반절연성인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
을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25】게이트 절연막으로서 Al2O3, Y2O3, 또는 HfO2중의 1종 또는 그들 화
합물을 적어도 2종 이상 포함하는 혼정 화합물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항 23 또는 24 기재의 박막 트랜지스터.
【청구항 26】기판으로서 글라스 기판, 플라스틱 기판 또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3 또는 24 기재의 박막 트랜지스터.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아몰퍼스 산화물 및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문제점
【0003】최근에는 ZnO를 이용한 투명 전도성 산화물 다결정 박막을 채널층으로 이용한
TFT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특허문헌 1). 상기 박막은 저온에서 성막 가능함과
동시에 가시광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플라스틱판이나 필름 등의 기판상에 플랙시블(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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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명 TFT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0004】그러나, 종래의 ZnO는 실온에서 안정된 아몰퍼스상을 형성할 수 없고, 대부분의
ZnO는 다결정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결정 입자 계면의 산란에 의해 전자이동도를 크
게 할 수가 없다. 더욱이 ZnO는 산소결함이 일어나기 쉽고, 캐리어 전자가 다수 발생하여
전기전도도를 작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온ㆍ오프(ONㆍOFF) 비를 크
게 하기도 어렵다.
【0005】또한, 특허문헌 2에는 아몰퍼스 산화물로서 ZnxMyInzO(x+3y/2+3z/2)(식 중에서, M은 Al
및 Ga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이고, 비율 x/y가 0.2~12의 범위이며 비율 z/y가 0.4~1.4의
범위에 있다.)로 나타나는 비정질 산화물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어지는 비정
18

질 산화물 막의 전자 캐리어 농도는 10 /㎤ 이상으로, 단순한 투명전극으로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TFT의 채널층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기의 비정질 산화물
막을 채널층으로 한 TFT에서는 온ㆍ오프 비가 충분히 얻어지지 못하고 노말리 오프형
(normally off type)의 TFT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허문헌 1 : 특개 2003-298062호 공보
특허문헌 2 : 특개 2000-044236호 공보
해결과제
【0009】그래서 본 발명은 전자 캐리어 농도가 낮은 아몰퍼스 산화물을 제공하고, 더욱이
그 아몰퍼스 산화물을 채널층으로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0029】본 발명에 있어서 아몰퍼스 산화물이라 함은 X선 회절 스펙트럼(spectrum)에서,
헤일로(halo) 패턴이 관측되고 특정의 회절선을 나타내지 않는 산화물을 말한다.
【0030】본 발명에서는 후술하는 각 실시례와 같이 아몰퍼스 산화물의 재료, 조성비, 제조
조건 등을 제어하고 예를 들면 전자캐리어 농도를 11012/㎤ 이상 1018/㎤ 미만으로 한다. 보
다 바람직하게는 1013/㎤ 이상 1017/㎤ 이하, 더욱이는 1015/㎤ 이상 1016/㎤ 이하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3】결정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수)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
스 산화물 박막은 m의 값이 6 미만인 경우는 800℃ 이상의 고온까지 아몰퍼스 상태가 안정
하게 유지되지만, m의 값이 커짐에 따라 즉, InGaO3에 대한 ZnO의 비가 증대되어 ZnO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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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결정화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아몰퍼스 TFT의 채널층으로서는 m의
값이 6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스퍼터링(Sputtering)법이나 펄스레이저 증착법에 의해 성
막을 실시할 때의 타겟 재료(예를 들면 다결정체)의 조성비를, 상기 m＜6을 만족시키도록
하면 원하는 아몰퍼스 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
【0047】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아몰퍼스 산화물은, 이하의 각 실시례에 나타내는 조건하에
서 기상 성막법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nGaZn 아몰퍼스 산화물을 얻는데
는 InGaO3(ZnO)m 조성을 이루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여 스퍼터법(SP법), 펄스 레
이저 증착법(PLD법) 및 전자 빔(beam) 증착법 등의 기상법에 의해 성막을 실시한다. 또한,
양산성의 관점에서는 스퍼터법이 가장 적합하다.
□ 실시례 1: PLD법에 의한 아몰퍼스 In-Ga-Zn-O 박막의 제작
【0080】예를 들면, 도 1에 나타낸 바처럼 기판온도 25℃, 산소분압 5Pa로 성막한
InGaO3(ZnO)4 박막에서는 전자캐리어 수를 1016/㎤ 로 저하시킬 수 있다.
[도 1] 아몰퍼스 산화물의 캐리어 농도와 성막 중의 산소분압의 관계 그래프

【0081】얻어진 박막은, 도 2에 나타낸 바처럼,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했다. 그
러나 본 실시례의 펄스레이저 증착법에서는 산소분압을 6.5Pa이상으로 하면 퇴적한 막의
표면이 요철(凹凸)로 되어 TFT의 채널층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산소분압
4.5Pa 초과, 바람직하게는 5Pa 초과, 6.5Pa 미만의 분위기에서 펄스레이저 증착법으로 제
작한 In-Ga-Zn-O로 구성되어 결정상태에서의 조성 InGaO3(ZnO)m((m은 6미만의 수)로 나
타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이용하면 노말리 오프 트랜지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0082】또한, 그 박막의 전자이동도는 1㎠/Vㆍ초 초과하여 얻어져 온ㆍ오프 비를 103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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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크게 할 수 있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례에 나타난 조건하에서 PLD법에
의해 InGaZn 산화물의 성막을 실시하는 경우는, 산소분압을 4.5Pa 이상 6.5Pa 미만이 되
18

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자캐리어 농도를 10 /㎤ 미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산소분압의 조건, 성막 장치의 구성이나 성막할 재료나 조성 등에 의존한다.
□ 실시례 2: PLD법에 의한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성막
【0096】산소분압이 5Pa 일 때, InGaO3(ZnO)4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2

16

하여 얻어진 아몰퍼스 산화막의 전자 캐리어 농도는 10 /㎤, 전기전도도는 10 S/㎝였다.
또한, 전자이동도는 약 5㎠/Vㆍ초로 추측되었다. 광흡수 스펙트럼의 해석으로부터, 제작한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금지대 에너지폭은 약 3eV로 얻어졌다. 산소분압을 5Pa에서 더욱 크
게 하면 전자 캐리어 농도를 더욱 저하시킬 수 있었다.
【0097】도 1에 나타낸 바처럼, 기판온도 25℃, 산소분압 6Pa로 성막한 In-Zn-Ga-O계 아
몰퍼스 산화물막에서는 전자캐리어 농도를 8×1015/㎤(전기전도도 : 약 8×10-3S/㎝)로 저하
시킬 수 있었다. 얻어진 막은 전자이동도가 1㎠/(Vㆍ초)이상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PLD법
에서는 산소분압을 6.5Pa 이상으로 하면 퇴적한 막의 표면이 요철(凹凸)로 되어 TFT의 채
널층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0098】InGaO3(ZnO)4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고, 다른 산소분압으로
성막한 In-Zn-Ga-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에 관하여 전자 캐리어 농도와 전자이동도의 관계
16

20

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낸다.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에서 10 /㎤ 으로 증
가하면 전자이동도는 약 3㎠/(Vㆍ초)에서 약 11㎠/(Vㆍ초) 로 증가함이 나타났다. 또한,
InGaO3(ZnO)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여 얻어진 아몰퍼스 산화막에 관
해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 실시례 3: SP법에 의한 In-Zn-Ga-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성막
-2

【0105】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분압을 3×10 Pa 초과의 높은 분위기 중에서 성막
하는 것에 의해 전기전도도를 10S/㎝미만으로 저하시킬 수 있었다.
【0106】산소분압을 크게 하는 것에 의해 전자캐리어 수를 저하시킬 수가 있었다. 예를 들
-1

면, 도 3에 나타낸 바처럼, 기판온도 25℃, 산소분압 10 Pa 로 성막한 InGaO3(ZnO)4 박막
-10

에서는 더욱 전기전도도를 약 10

-1

S/㎝로 저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산소분압 10 Pa 초

과에서 성막한 InGaO3(ZnO)4 박막은 전기저항이 너무 높아 전기전도도는 측정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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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3]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전도도와 성막 중의 산소분압의 관계 그래프

□ 실시례 4: PLD법에 의한 In-Zn-Ga-Mg-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성막
【0111】다음으로, PLD법에 의해 글라스 기판 위에 InGaO3(Zn1-xMgxO)4(0＜x＜1)막을 성막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0112】타겟으로는 InGa(Zn1-xMgxO)4(x=1-0) 소결체(사이즈 20㎜Ф5㎜t)를 이용했다. 타겟
은 출발원료 In2O3: Ga2O3: ZnO: MgO(각 4N시약)를 습식혼합(용매 : 에탄올), 가소(假
燒)(1000℃ : 2h), 건식분쇄, 본 소결(1550℃ : 2h)을 거쳐 제작했다.
【0115】다른

x값의

타겟을

이용하여

산소분압

0.8Pa의

분위기

중에서

성막한

In-Zn-Ga-Mg-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전기전도도, 전자캐리어 농도 및 전자이동도의 x
값 의존성을 조사했다. 또한 타겟으로 다결정 InGaO3(Zn1-xMgxO)m(m은 6 미만의 자연수, 0
＜x≤1)을 이용하면 1Pa 미만의 산소분압 하에서도 고저항 아몰퍼스 InGaO3(Zn1-xMgxO)m막
을 얻을 수 있었다.
【0116】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낸다. x값이 0.4 초과할 때, 산소분압 0.8Pa의 분위기 중에
서 PLD법에 의해 성막한 아몰퍼스 산화물막에서는 전자캐리어 농도를 1018/㎤ 미만으로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x값이 0.4 초과의 아몰퍼스 산화물막에서 전자이동도는 1㎠/Vㆍ
초 이상이었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Zn을 80원자%의 Mg로 치환한 타겟을 사용한 경
우 산소분압 0.8Pa의 분위기에서 펄스레이저 퇴적법으로 얻어진 막의 전자캐리어 농도를
1016/㎤ 미만으로 할 수 있다.
【0117】이렇게 한 막의 전자이동도는 Mg 무첨가 막에 비하여 저하하지만 그 정도는 적고
실온에서의 전자이동도는 약5㎠/(Vㆍ초)로, 아몰퍼스 실리콘에 비해 1 자릿수 정도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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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동일한 조건에서 성막한 경우, Mg함유량의 증가에 대해 전기전도도와 전자이동
도는 동시에 저하하므로 Mg의 함유량은 바람직하게는 20원자%초과, 85원자% 미만(x로는
0.2＜x＜0.85),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0.5＜x＜0.85이다.
[도 4] 아몰퍼스 산화물막의 전도도와 성막 중의 산소분압의 관계 그래프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우선출원(갑 제7호증)
2004. 3. 12. 일본 특허출원 특원2004-71477호로 출원된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
스 박막 및 상기 박막을 채널층에 사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0001】본 발명은,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박막 및 유리 등 저렴한 재료 또는 폴리머판
이나 플라스틱 필름 등 저렴하고 플렉시블한 재료를 기판으로 하고, 상기 투명 반절연성 아
몰퍼스 박막을 채널층으로 한, 가시광에 대하여 투명하고, 우수한 트랜지스터 특성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0034】 In-Ga-Zn-0로 구성되고, 결정 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으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은 실온에서 유리 기판, 플라스틱기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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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막할

수

있다(M.Orita,

H.Ohta,

M.Hirano,

S.Narushima

and

H.Hosono,

Philosophical Magazine B, 2001, Vol. 81, 501-515). 성막 방법은, InGaO3(ZnO)m 조성
을 갖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켓으로 하여 기상 성막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상 성막법
중에서도 스퍼터링법, 펄스레이저 증착법이 적합하다. 또한, 양산성의 관점에서, 스퍼터링법
이 가장 적합하다.
【0039】본 발명에 따르면, 아르곤 가스도 사용한 스퍼터링 증착법으로 제작한In-Ga-Zn-O
로 구성되고, 결정 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으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산소분압 3× 10-2Pa 초과의 높은 분위기 중에서 성막함으
로써,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기전도도를 l0S/cm 미만으로 저하시킬 수 있었다. 이 경
우, 기판의 온도는 의도적으로 가열하지 않는 상태로 거의 온실로 유지되고 있다. 플라스틱
필름을 기판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온도는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산소분압을 더 크게 함으로써, 전자캐리어 수를 저하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온도 25℃, 산소분압 10-1Pa로 성막한 InGaO3(ZnO)4 박막에서
는, 더구나 전기전도를 약 10-10S/cm로 저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산소분압 10-1Pa 초과로
성막한 InGaO3(ZnO)4 박막은 전기저항이 지나치게 높아서 측정할 수 없었다.

나. 선행발명들1)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02. 9. 11. 일본 특허출원 특원2002-266012호2)로 출원된 ‘호모로가스(homolog
ous) 박막을 활성층으로서 사용하는 투명 박막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가시광에 대해서 투명하고, 투명 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로서 이용
할 수 있는, ZnO를 주된 구성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호모로가스 화합물의 단결정막 또는 아

1)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음 제출한 발명이고, 나머지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
한 발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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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퍼스막을 활성층으로서 이용하는 투명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실리콘을 이용한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는 많은 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의 광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가시광에 대해
서 불투명하고, 투명 회로를 구성할 수 없다
【0004】실리콘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의 이러한 문제점은 실리콘 대신에, 에너지 밴드
폭이 큰 반도체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원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ZnO는 전기 전
도도를 작게 하는 것이 어렵고, 노멀리 오프의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를 구성할 수 없는
등의 결점이 있다. 또한, 아몰퍼스 상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면적에 적합한 아몰퍼
스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없다.
해결수단
【0011】반응성

고상

에피택셜법에

의해

제조한

호모로가스

화합물

단결정

InMO3(ZnO)m(M=In, Fe, Ga, Al, m=1 이상 50 미만의 정수) 박막은 InO1.5층이 원자레벨로
평탄한 박막 표면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게이트와 활성층의 계면에 결함이 개재하기 어렵
고,

게이트

누설

전류가

적은

박막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InMO3(ZnO)m의 m의 값은 1 이상 50 미만의 정수가 바람직하다. 원리적으로는 m의 값은
무한대까지 가능하지만, 실용상, m의 값이 너무 커지면, 막 내에서의 m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과, 산소 결함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막의 전기 전도도가 커져서 노멀리 오프형
의 FET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0011】ZnO 를 포함하는 호모로가스 화합물을 반응성 고상 에피택셜법에 의해 실온에서
성막한 아몰퍼스 상태는, 1000℃ 정도의 고온까지 안정적이고, 그 상태에서의 전자 캐리어
이동도는 아몰퍼스 실리콘에 비해 10 배 이상 크다. 따라서, 호모로가스 아몰퍼스 박막을
활성층으로서 이용한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아몰퍼스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에 비해 가시광 투과율이 높고, 광조사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또한 고속 동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0011】ZnO를 주된 구성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호모로가스 단결정 박막을 활성층으로 한,
톱 게이트형 MIS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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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기판1 위에 에피택셜 성장한 ZnO를 주된 구성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호모로가스 단결정
박막2 위에 게이트 절연막3 및 게이트 전극4용의 금속막을 형성한다. 게이트 절연막3에는
Al2O3이 가장 적합하다. 게이트 전극4용 금속막은 Au, Ag, Al, 또는 Cu 등을 이용할 수 있
[도 3] MISFET 소자의 구조
다. 광 리소그래피법 및 드라이 에
칭, 또는 리프트 오프법에 의해, 게
이트 전극4을 제작하고, 마지막으
로, 소스 전극5 및 드레인 전극6을
작성한다. 본 발명의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의 형상은, 탑 게이트형
MIS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MISFET)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J-FET 등도 포함된다.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
2005. 1. 28. 발행된 일본 응용전자 물성분과 회지의 제11권 제1호에 게재된 논
문으로 ‘ZnO기 반도체를 사용한 투명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물질의 단결정 박막을, 반응성 고상 에피텍셜 성장법이라는 새롭게 고안한 방법으로 보
14

-3

면 캐리어 농도는 10 cm 이었다. 그래서, 이 박막 위에 FET를 제작하고 고유전율의 HfO2
2

-1

를 게이트 산화막으로서 사용하면, normally-off 특성이고 전계효과 이동도가 ~80cm (Vs)
이라는 특성이 얻어졌다(17면 중단).

전자 배치가 (n-1)d10ns0(n은 주양자수로 n≧4)란 전자 배치를 가진 금속 이온과 산소 이온
으로 이루어진 계에서는, 아몰퍼스라도 전자를 전도대에 주입할 수 있으면, 결정의 홀 이동
2

-1

도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값(10~20cm (Vs) )을 유지하는 것도 보고하였다(17면 하단).

2) 국제공개공보 WO 03/040441호(갑 제11호증, 선행발명 4)의 제1우선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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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투명하고 구부러지는 트랜지스터 구조

3) 선행발명 3(갑 제9호증)
2004. 2월경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학위논문으로 공개된 ‘아연 주석 산화물계
박막 트랜지스터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중심은, 아연 주석 산화물(ZTO) 채널층을 사용하는 고도로 투명한, n-채널, 누척
-요드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의 개발용 포함한다. ZTO계 투명 ‘박막 트랜지스터들(TTFTs)은
ZnO계 TTFTs와 비교하여 개선된 디바이스 성능을 나타낸다. 20-50cm2V-1sec-1 범위의 유
효 이동도가 더 일반적이지만, 이들 다바이스들에 대한 100cm2V-1sec-1 만큼의 높은 추정
피크 유효 이동도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성능 불일치는 부분적으로, 개발적인 시험 구조틀
에서 사용된 큰 디바이스 치수들 및/또는 새도우 마스크의 오정렬에 기인할 수 있다. 전형
적인 드레인 전류의 온-오프비들은 106 보다 크다.(요약).
Nomura 등은 InGaO3(ZnO)5 초격자 인핸스먼트형 TTFTs를 생성하기 위하여 PLD를
사용한다. 아몰퍼스 HfO2 게이트 절연체를 사용하는 통일-평면 탑게이트구조가 채용된다.
이들은 훌륭한 재현성, 및 극도로 높은 이동도들 및 드레인 전류의 온-오프비들 및 무시할
수 있는 광 민감도를 포함하는 전기적 특성들을 보고한다(11면 2문단).
이 논문을 위해 제작된 TFTs는 종래의 MOSFETs와 많은 유사성들을 갖지만, 또한 몇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TFTs는 MOSFETs에서와 같이 전도성 실리콘 기판들보다는 절연 기
판들(디바이스 분리를 위해 유리한) 상에서 제작된다. 덧붙여, 제작된 TFTs는 다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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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는 아몰퍼스 박막 채널을 사용하고, 단결정 반전 모드 디바이스들보다는 누적-모도
이다(15면 1문단).
박막은 5.1 절에 정의된 파라마터들에 따라

[도 5.4] TTFTs 제조에 사용되는 스태거
보텀-게이트 구조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증착되고, 이후 5.2
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증착 후 어닐링 주기
(D)를 겪는다. 5 내지 18kGauss 자계 및
2 -1

-1

60nA의 여기 전류의 인가는 ∼15cm V sec

의 평균 홀 이동도를 야기한다. 막의 캐리어
농도 몇 저항률은 각각 2× 1016cm-3 및 16
Ω·cm 이다(60면 1, 2문단).

4) 선행발명 4(갑 제11호증)
2003. 5. 15. 국제공개공보 WO 03/040441호로 공개된 ‘자연 초격자 호모로가스
(homologous) 단결정 박막, 그 제조 방법 및 단결정 박막을 사용한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자들은, 먼저 펄스 레이저 박막 퇴적법을 사용하여 실온에서의 성막에 의해 아몰퍼
스

상태이고

n-형

전기

전도를

나타내는

ZnO를

주된

구성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InGaO3(ZnO)m(m은 자연수) 등의 호모로가스 화합물 투명 박막을 육성하였다(특허문헌 1,
비특허문헌 1)(5면 6~18행).
(비특허문헌 1) 호소노 외 Philosophical Magazine B. 81. 501-515(2001)
(특허문헌 1) 특개 2000-44236호 공보
1

2

종래, 호모로가스상 M M O3(ZnO)m 박막은 스퍼터링이나 PLD 법에 의해 고온으로 가열한
기판 위에 퇴적시켜 제조되어 있었다(7면 16~17행).
그러나 이러한 박막 성장법에서 호모로가스상

1

2

M M O3(ZnO)m을 성장시키면 증기압이 높은

ZnO의 증발이 현저하게 일어나 조성을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더하여 균질한 초격자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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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7면 20~22행).
또한, 균질한 초격자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은 호모로가스상의 화학 조성이 화학량론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 조성이 벗어남으로써 호모로가스상중에 산소 결함이 생성되
어 전도 캐리어를 발생시켜 버린다. 일반적으로 산소결함에 기인하여 생성되는 전도 캐리어
는, 그 농도 제어가 매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노말리 오프형의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14

-3

등의 전자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농도를 내인성 레벨 이하( < 10 cm )로 저감
시킬 필요가 있다(8면 3~8행).
ZnO는 전기 전도도를 작게 하는 것이 어려우며 노말리 오프의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를
구성할 수 없는 등의 결점이 있다(9면 3~5행).
본 발명은 화학식 M1M2O3(ZnO)m이 InMO3(ZnO)m(M=ln, Fe, Ga, 또는 Al, m=l 이상 50 미
만의 정수)로 표시되는 상기의 호모로가스 단결정 박막을 활성층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투명 박막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이다(11면 1~3행).
얻어진 박막은 단결정막일 필요는 없으며 다결정막이라도 아몰퍼스 막이라도 좋다(8면
12~13행).
게이트 전압(VG)=0V 일 때에는 IDS=10-8A(VDS=2.0V)이고 소위 노말리 OFF 특성이 얻어졌
-6

다. VG=10V 일 때에는l IDS=1.6x10 A의 전류가 흘렀다. 이것은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해 절
연체의 InGaO3(ZnO)5 단결정 박막 내에 캐리어를 유기할 수 있었던 것에 대응한다.

4) 선행발명 5(갑 제12호증)
2003. 9. 3. Advanced Materials에 공지된 ‘p-형 아몰퍼스 산화물 반도체 및 아몰
퍼스 산화물 p-n 헤테로 접합 다이오드들의 실온 제작’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몰퍼스 산화물 반도체들은 긴 역사를 가지며; V2O5계 재료들에 대한 제1 보고는 1954 년
덴턴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재료들에 기초한 몇 개의 전자 디바이스들은 지금까
지 나타나고 있다(1409면 좌측 컬럼, 첫 번째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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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a-In2O3, a-AgSbO3, a-2CdO․GeO2, a-CdO․PbOx, a-InGaO3(ZnO)m (m≤
4), 및 a-ZnO·SnO2와 같은 일련의 n-형 아몰퍼스 산화물 반도체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었다.
이들 반도체들은 기존의 아몰퍼스 반도체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홀 전압 부호 이중 이상의 부

[도 3A]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로
구성된 p-n 접합 다이오드

재, 및 대응하는 결정 재료들의 것들에 비교할 만
한 큰 이동도들(예로서 홀 전자 이동도 >10 cm2V1 -1

s )에 의해 특성화된다(1409면 우측 컬럼, 3번째

문단).
p-형 도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및 실제 디바
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그것의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p-형 a-ZnO․Rh2O3 및 n
-형 a-InGaZnO4(Eg = 3.0 eV)로 구성된 p-n 접합 다이오드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디바
이스 구조는 도 3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Au/p-형 a-ZnO Rh2O3/n- 형 a-InGaZnO4/a-lTO
이다. 아몰퍼스 InGaZnO4은 n-형 반도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온에서 라디오 주파수
(RF) 스퍼터링에 의해 제작되었다. 캐리어 밀도는 우리가 이전에 보고한 21 cm2V-1s-l의 이
16

-3

동도 값을 사용하여 4.2×10 cm 인 것으로 추정된다.(1411면 좌측 컬럼, 2번째 문단).

6) 선행발명 6 (갑 제13호증)

1996. 9.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245220호로 공개된 도전성 산화물을
사용한 전극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기술
【0002】가시광선 영역이고 투명하며 전기 전도성을 갖는 소위 투명 도전성 재료는 액정디
스플레이 EL 디스플레이 등의 각종 패널형 디스플레이나 태양 전지의 투명전극으로서 사용
되고 있다.
해결수단
【00013】일반식 M(l)xM(2)yInzO(x+3y/2+3z/2)-d 중에서 M(l)은 마그네슘 및 아연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원소이다. 따라서 M(1)은 마그네슘 및 아연 중 어느쪽 단독이라도 좋고 M(1)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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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슘 및 아연이 공존하여도 좋다.
【00014】M(2)는 알루미늄 및 갈륨 중 어느쪽의 단독이라도 좋고 M(2)는 알루미늄 및 갈
륨이 공존하여도 좋다.
【00028】일반식

M(l)M(2)InO4로

표시되는

본

발명의

도전성

산화물은

일반식

MgaZn1-aAlbGa1-bInO4로 표시할 수도 있고, 식 중 a는 0 내지 1의 범위이고, b는 0 내지 1
의 범위이다. MgaZn1-aAlbGa1-bInO4로 표시되는 본 발명의 도전성 산화물의 구체예로서는
예를 들면 MgAlInO4, ZnAlInO4, MgGaInO4, ZnGaInO4, MgaZn1-aAlInO4, MgaZn1-aGaInO4,
MgAlbGa1-bInO4, ZnAlbGa1-bInO4를 들 수 있다. 식 중의 a 및 b는 도전성 산화물에 요구되
는 광학적 특성 및 도전성을 고려하여 조성에 따라 적절히 결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14. 8. 28. 특허심판원에 2014당2140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
건 특허발명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특허심판원이 심리 중이던 2015. 6. 12. 이 사건 명세서의 단락 [0149]
및 [0150]을 정정하기 위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3.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명
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며,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각 그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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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피고의 특허출원 사건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별개
의 특허에 대한 별개의 절차로서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리사법 제7조 및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그 대리인 적격이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
어 있지 않고, 또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가) 우선일 소급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상성막법은 SP법을 포함하는 데,
제1․2 우선출원 어디에도 SP법을 이용하여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실시형
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은 우선일로 소급되지 않
는다.
나) 선행발명 1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 여부: 선행발명 1은 특허출원전에 국
내에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게 된 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다)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3, 2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해 진
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4, 26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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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로부터 2건의 특허출원사건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변리사법 제7조 및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
리인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우선일 소급 여부: 제1우선출원 당시 기상성막법에는 PLD법과 SP법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1우선출원에는 SP법으로 제작한 IGZO박막의 전자캐리
어 농도관계에 대해 기재하는 등 양 방법에 대한 실시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은 우선일로 소급된다.
나) 선행발명 1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 여부: 선행발명 1은 우선권주장서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 국내에서 공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간
행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하게 된 발명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그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다)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부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고,3) 달리 정정인정의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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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인 적격 여부,

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소급여부,

발명 1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 여부 및

선행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여부가

되므로,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인 적격 여부
가. 변리사법 제7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
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리
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2건의 특허출원업무(특허출원번
호 제10-2015-7010816호 및 제10-2015-7013429호)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위
특허출원업무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에 관하여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124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3) 제2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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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4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
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따라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가. 실시가능성 여부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
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
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
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
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
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
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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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2)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박막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이동도가 1㎠/(V·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자캐
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 박막에 대한 것인데, 펄스 레이져 출력을
너무 낮추면 박막의 특성이 나빠져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박막이 제작되지
16

않으므로, m=5인 경우 10 /㎤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4)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16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5인 경우 10 /㎤ 이하인 아
몰퍼스 IGZO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발명의 설명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0043】결정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수)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
스 산화물 박막은 m의 값이 6 미만인 경우는 800℃ 이상의 고온까지 아몰퍼스 상태가 안
정하게 유지되지만, m의 값이 커짐에 따라 즉, InGaO3에 대한 ZnO의 비가 증대되어 ZnO
조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결정화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아몰퍼스 TFT의 채널층으로서는 m
의 값이 6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스퍼터링(Sputtering)법이나 펄스레이저 증착법에 의해

4) ‘2017. 8. 23, 2017. 12. 4 및 2018. 5. 18. 준비서면에서 m=5인 경우 아몰퍼스 박막이 구현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다가 2018. 6. 25. 준비서면(42면)에 이르러서는 펄스레이저 출력을 낮추면 아몰퍼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
면서 위와 같이 그 주장을 수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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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을 실시할 때의 타겟 재료(예를 들면 다결정체)의 조성비를, 상기 m＜6을 만족시키도
록 하면 원하는 아몰퍼스 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
【0090】(실시례 2 : PLD법에 의한 아몰퍼스 InGaO3(ZnO) 및 InGaO3(ZnO)4
【0098】InGaO3(ZnO)4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고, 다른 산소분압으로
성막한 In-Zn-Ga-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에 관하여 전자 캐리어 농도와 전자이동도의 관계
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낸다.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에서 1020/㎤ 으로 증
가하면 전자이동도는 약 3㎠/(Vㆍ초)에서 약 11㎠/(Vㆍ초) 로 증가함이 나타났다. 또한,
InGaO3(ZnO)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여 얻어진 아몰퍼스 산화막에 관
해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m<6 미만 중에서 m=
16

1, 4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 이하인 아몰퍼스 IGZO 박막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스퍼터링(Sputtering)법(이하 ‘SP법’이라 한다)이나 펄스레이저 증착법(이하
‘PLD법’이라 한다)에 의해 성막을 실시할 때 타겟재료의 조성비를 m<6 만족시키도록
하면 아몰퍼스 산화물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실시례를
포함한 발명의 설명부분을 참조하여 타겟재료를 선택하고 산소분압을 조정함으로써 m
=5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
지 않고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우선일 이후의 다른 문헌들(을 제9호증의 1 내지 3)에서 특별
히 부가된 공정기술에 대한 기재 없이 m=5인 아몰퍼스 IGZO 산화물이 박막 트랜지스
터(Thin Film Transistor, TFT)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
장과 같이 m=5인 경우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를 제작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

2) ‘전자캐리어 농도 10 /㎤ 이하’를 실시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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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고는, ‘전자캐리어 농도 10 /㎤ 이하’라는 수치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서
달성방법을 개시하지 않고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복잡
고도의 반복실험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전자캐리어 농도 1016/㎤ 이하’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전자캐리어 농도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
재되어 있다.
【0030】본 발명에서는 후술하는 각 실시례와 같이 아몰퍼스 산화물의 재료, 조성비, 제조
18

12

조건 등을 제어하고 예를 들면 전자캐리어 농도를 10 /㎤ 이상 10 /㎤ 미만으로 한다. 보
13

16

15

17

다 바람직하게는 10 /㎤ 이상 10 /㎤ 이하, 더욱이는 10 /㎤ 이상 10 /㎤ 이하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7】도 1에 나타낸 바처럼, 기판온도 25℃, 산소분압 6Pa로 성막한 In-Zn-Ga-O계
-3

15

아몰퍼스 산화물막에서는 전자캐리어 농도를 8×10 /㎤(전기전도도 : 약 8×10 S/㎝)로 저
하시킬 수 있었다.
【0098】InGaO3(ZnO)4 조성을 가지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겟으로 하고, 다른 산소분압으로
성막한 In-Zn-Ga-O계 아몰퍼스 산화물막에 관하여 전자 캐리어 농도와 전자이동도의 관계
16

20

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낸다.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에서 10 /㎤ 으로 증
가하면 전자이동도는 약 3㎠/(Vㆍ초)에서 약 11㎠/(Vㆍ초) 로 증가함이 나타났다.

위 기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인 전자캐리어 농도가 8×1015/㎤, 1016/㎤인 실시례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부분을 바탕으로 아몰
퍼스 산화물의 재료, 조성비, 제조조건 등을 제어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전자캐
리어 농도가 1016/㎤ 이하 박막을 제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나)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이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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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에 관한 것으로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
이하인 박막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박막 중
에서도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
장과 같이 그 수치범위과 과도하게 넓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 1]에는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전자
캐리어 농도가 도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산소압을 더욱 크게 하면, 전자캐리어 농
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식별번호 [0079] 참조), 통상의 기술자는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과도한 시행착오를 거치
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
1) 원고의 상세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m=5인 경우 어떻게 아몰퍼스 박막이 구현될 수
15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10 /㎤ 내지
1016/㎤에 해당하는 박막의 제조방법만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모두 포함하여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
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
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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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
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
결 등 참조).
3)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
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은 통
상의 기술자가 m=1, 4인 경우의 실시 례와 m<6인 경우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얻을
수 있다는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면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 되지 않
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된 실시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특허청구
범위를 위 실시례로 한정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6

이 사건 제23~26항 발명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자이동도
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을 포함하므로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구성
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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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범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자이동도가 1㎠/(V
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할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다.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1) 원고의 상세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상성막법을 이용하여 아몰퍼스 IGZO의 전자캐리
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실시형태를 포함하고 기상성막법은 PLD법과 SP법을 포함하
는데, 제1우선출원 명세서에는 SP법을 이용하여 아몰퍼스 IGZO의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실시형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
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
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 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실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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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우
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일 사이에 특허출원을 한 사람 등 제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받아들여져 그 효과가 출원 시로 소급하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보정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
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
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
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
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
의 기술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
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내 우선권 주장뿐만 아니라
조약 우선권 주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제1우선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서는 SP법으로 증착된 아몰퍼스 IGZ
O의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구성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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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소급된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제1우선출원은 그 명세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기상성막법으로 SP법과 PL
D법을 언급하고 SP법으로 증착한 실시례를 기재하고 있다.
【0034】 In-Ga-Zn-O로 구성되고, 결정 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으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은 실온에서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위
에 성막할 수 있다. 성막 방법은, InGaO3(ZnO)m 조성을 갖는 다결정 소결체를 타켓으로 하
여 기상 성막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상 성막법 중에서도 스퍼터링법, 펄스레이저 증착
법이 적합하다. 또한, 양산성의 관점에서, 스퍼터링법이 가장 적합하다.
【0039】

본

발명에

따르면,

아르곤

가스도

사용한

스퍼터링

증착법으로

제작한

In-Ga-Zn-0로 구성되고, 결정 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으
-2

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산소분압 3×10 Pa 초과의 높은 분위기 중에서
성막함으로써,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기전도도를 10S/cm 미만으로 저하시킬 수 있었
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도 SP법에 의한 증착방법을 기재(실시례 3)하
고 있다. 그런데 제1우선출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SP법을 이용하여 아
몰퍼스 IGZO의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실시형태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즉
제1우선출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모두 SP법에 의한 증착방법을 기재하고 있
으나, SP법으로 아몰퍼스 IGZO를 제작하는 경우에 전자캐리어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
에 대해서는 제1우선출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제1우선출원의 명세서에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실시례
에 대해서 발명의 설명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3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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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기상성막법 중에서 PLD법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부분에 실시례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SP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실시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더욱이 제1우선출원 명세서에서는 기상성막법 중에서도 SP법 및 PLD법이
적합하고 PLD법에 의해 증착한 아몰퍼스 IGZO의 전자캐리어 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실시형태를 보여주는데다가 양산시에는 SP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기재와 함께 S
P법에 의해 증착한 아몰퍼스 IGZO 박막을 보여주고 있다. 제1우선출원은 아몰퍼스 IG
ZO의 전자캐리어 농도를 1016/㎤ 이하로 저하시키는 기술을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있으
므로 SP법에 의해 제작된 아몰퍼스 IGZO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도록 할 것이라
는 점은 자명하다.
라) 나아가 제1우선출원의 청구항 1에서는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8/㎤ 미만인 아
몰퍼스 IGZO를 청구하고 있다. 위 기재는 증착법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상성막법 즉 PLD법 SP법 모두를 포함한다 하겠다. 또한 전자캐리
어 농도를 1018/㎤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한정사항은 1016/㎤ 이하인
아몰퍼스 IGZO 박막을 당연히 포함한다. 결국 제1우선출원의 청구항 1은 이 사건 특
16

허발명의 SP법에 의해 증착한 아몰퍼스 IGZO의 전자캐리어 농도가 10 /㎤ 이하인 구
성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또한 제1우선출원 명세서 및 도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것과 같이 도 3
은 SP법으로 제작된 박막의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로 보이고 도 3은 전자캐리어 농도
가 1016/㎤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0041】 즉, 산소분압 3×10-1Pa 초과, 바람직하게는 5×10-1Pa 초과의 아르곤 가스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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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스퍼터링 증착법으로 제작한 In-Ga-Zn-0로 구성되고, 결정 상태에서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미만의 자연수)으로 표시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사용하여,
3

노멀리 오프이고 또한 온 · 오프 비가 10 초과인 트랜지스터를 구성할 수 있었다. 펄스레
이저 증착법 및 스퍼터링법으로 제작된 박막에서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 전자수
의 증가와 동시에 전자이동도가 증가된다.
[도 3] 펄스레이저 증착법으로 성막한 아몰퍼스막의 전자캐리어 수와 전자이동도 관계 그래
프

나. 선행발명 1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 여부
1) 관계법령, 인정사실 및 원고의 상세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적용되었던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산
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①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제1호), ②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제2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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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9. 11. 일본 특허출원 특원200
2-266012호로 출원된 것으로서, 선행발명 4(국제공개공보 WO 03/040441호)의 제1우
선출원발명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4의 표지에는 위 출원번호(특원2002-266012호)가 기
재되어 있다. 선행발명 1 자체가 이 사건 발명 우선일 당시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되
지 않았던 사실5)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① 국내에 공지되
었거나, ②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또는 ③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되어 선행발명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발명 1이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
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
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
일 당시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일본에 출원된 발명에 불

5) 제2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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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또한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거나 업로드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 4가 공지된 시점인
2003. 5. 15.경에 되어서야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선행발명 1의 출원번호를 확인한 후
WIPO 사무국에 우선권 주장서류인 선행발명 1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
다는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4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출원번호만이 기재된
선행발명 1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선행발명 4를 통하여 WIPO 사무국에 대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선행발명 1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었다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선행발명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가
능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선행발명 1을 국내에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거나 선행발명 1이 실제 국내에 반입되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선행발명 1의 국내 열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
는 전자문서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종이문서로 존재하든지 간에 선행발명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해당문서의 국내 열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WIPO 웹사이트 외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행발명 1이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선행발명 1이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
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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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2후377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우선권 주장서류이므로 취지상 파리조
약에 따른 우선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이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선행발명 1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지 되었는지 여부
구 특허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도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서 정한 전기통신회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 같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업로드된 기록이 없는 이상 우편이나 팩
스를 통하여 선행발명 1을 받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발명 1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
이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선행발명 1의 출원번호를 확인한 후 WIPO 사무국에 우선권
주장서류인 선행발명 1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당시 위 절차를 걸쳐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
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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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비하는 설명발명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우선일(2004. 3. 12.)로 소급되
므로 우선일보다 늦게 공개(2005. 1. 28.)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으로 삼을 수 없으며,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
일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
명 3 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2) 이 사건 제23항 발명이 선행발명 3,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3항 발명

선행발명 3

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 채널층(ZTO), 게이트 절연체(ATO), 게이트
1

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전극(ITO), 소스 전극(ITO) 및 드레인 전극
(ITO)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 (도 5.4)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기상성막법으로 성막되는, In, Ga, Zn 및 채널층으로서 결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ZT
O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 O을 RF 스퍼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
2

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결정 막함. (60면 20~21행, 요약 및 71 면의
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첫 문단)
미만의 자연수)이며,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동
2 -1

도가 1㎠/(V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자 ZTO 박막은 전자이동도가 ~15cm V sec
3

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반절연성인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1

16

-3

이고 캐리어 농도가 2×10 cm 임(60면

5.3 .3 참조)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결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ZTO 박막을 채
4

널층으로 이용함 (요약 및 71면 첫 문단)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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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23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은 스퍼터링법으로 성막된 아몰퍼스 박막을
채널층으로 사용하고 박막의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16

그리고 캐리어 농도 관련해서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제23항 발명의 캐리어 농도 10 c
m-3와 인접범위인 2×1016cm-3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은 ZTO 재료를 T
FT 채널층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아몰퍼스 IGZO를 TFT 채널층
으로 사용하는 발명으로 TFT 채널층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검토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용이
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5는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제작된 아몰퍼
스 IGZO 반도체의 이동도가 21 cm2V-1s-1이고 캐리어 밀도가 4.2×1016cm-3인 예를 보
여주고 있다(1411면 좌측 컬럼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선행발명 5는 아몰퍼스 IGZO 박
막을 P-N 접합 다이오드에 사용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을 뿐 아몰퍼스 IGZO 박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해 시사되어 있지도 않다.
⑵ 비록 P-N 접합 다이오드와 박막 트랜지스터가 인접한 기술분야이기는 하
나 박막 트랜지스터의 제조 조건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비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다이오드 재료로는 이용될 수 있지만 TFT 채널층에는 이용될 수 없는 재료가 다수 존
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행발명 5의 P-N 접합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아몰퍼스 IGZO

- 35 -

를 선행발명 3의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층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기에는 그 근거
가 부족하다.
⑶ 결국 선행발명 3과 5는 채널층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각각 ZTO와 아몰퍼스
IGZO로 전혀 다른 것이어서 수치한정 범위가 유사하다 하여 이들을 쉽게 치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주장의 검토
⑴ 원고는, 선행발명 3은 금속산화물 박막으로서 ZTO 외에 InGaO3(ZnO)5를
개시하는 한편 시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속산화물 박막을 저온 처리로 성막하는 것
이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고 IGZO 박막을 저온 성막하면 아몰퍼스 IGZO가 구현될 수
있음이 당업계의 기술상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인용하는 선행발명 3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Nomura 등은 InGaO3(ZnO)5 초격자 인핸스먼트형 TTFTs를 생성하기 위하여 PLD를 사용
한다. 아몰퍼스 HfO2 게이트 절연체를 사용하는 통일-평면 탑게이트구조가 채용된다. 이들
은 훌륭한 재현성, 및 극도로 높은 이동도들 및 드레인 전류의 온-오프비들 및 무시할 수
있는 광 민감도를 포함하는 전기적 특성들을 보고한다. 그러나 상업적인 제조 관점에서 그
들의 디바이스에 몇가지 단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이들은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단결
정 기판들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이들의 단결정 TTFTs는 극히 높은 온도(1400℃)에서 제
작된다. 세 번째로, 이들은 박막 성장을 위해 PLD를 사용한다. PLD는 증착 중에 양호한
균일성, 평탄한 표면들 및 정확한 제어의 장점을 갖지만 재현 불가능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현재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다(11면 2문단).
Carcia 등은 향후 플렉시블한 기판에 제조할 의도로 낮은 온도(실온보다 약간 높은)에서
처리되는 TTFTs를 생산한다. 고농도로 도핑된 n-Si 기판과 열성장 게이트 산화물을 이용하
는 동일 평면 보텀 게이트 구조가 사용된다. 그들의 전기적 특성은 a-Si:H TFT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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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3문단).

위 기재에 의하면, Nomura 등이 단결정 InGaO3(ZnO)5를 TFT 채널로 사용한
점과 Carcia 등이 ZnO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로 TFT를 생산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Nomura 등은 InGaO3(ZnO)5를 사용하여 아몰퍼스가 아닌 단결정의 물성을 가진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생산하였을 뿐이고 Garcia 등은 ZnO를 사용하였으므로, 낮은 온도
로 TFT를 생산하면서 TFT의 채널층으로 ZnO가 아닌 아몰퍼스 IGZO를 사용했거나 사
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선행발명 5에 기재된 ‘이러한 발견은 그 다음에 투명한 “전-산화
물” 자외선 발광다이드들, 투명 트랜지스터들, 투명 호모-다이오드들, 및 포토-조명에
의한 투명회로들의 실현을 이끈다’를 들어 선행발명 5의 P-N 접합 다이오드 기술을
박막 트랜지스터에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P-N 접합 다이오드와 박막 트랜지스터가 인접 기술분야이므로 단
지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재료에 따라 다이오드에는 사용될 수 있으
나 트랜지스터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오드에 사용되는 재료
를 모두 트랜지스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는 아니다. 또한 위 기재는 다이오드에
사용된 아몰퍼스 IGZO를 TFT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는 더욱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
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3항 발명이 선행발명 4,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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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제23항 발명

선행발명 4

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 IGZO 박막,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1

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트랜지스터(도 5)

기상성막법으로 성막되는, In, Ga, Zn 및 화학식 M1M2O3(ZnO)m이 InMO3(ZnO)m(M
O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산화 =ln, Fe, Ga, 또는 Al, m=l 이상 50 미만
2

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결정 의 정수)로 표시되는 상기의 호모로가스
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O)m(m은 6 단결정 박막을 활성층으로서 사용하는 것
미만의 자연수)이며,

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박막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11면 1~3행).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 일반적으로 노말리 오프형의 전계 효과형
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 디바이스를 제조하
3

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반절연성 기 위해서는 그 농도를 내인성 레벨 이하
인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 ( < 1014cm-3)로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8
을

면 3~8행).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박막을 활성층으로 사용한 투명 박막 전
4

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23항 발명과 선행발명 4는 IGZO 박막을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으로
사용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구성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아몰퍼스 IGZO 박막의 전자이동도 및 전
자캐리어 농도를 한정하는데 반해, 선행발명 4는 단결정 박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활
성층으로 사용한 예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몰퍼스 박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으
로 사용한 예가 없고 이에 대한 암시도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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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점 검토
선행발명 4에 ‘얻어진 박막은 단결정 막일 필요는 없으며 다결정막이라도 아
몰퍼스 박막이라도 좋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8면 12~13행). 그러나 위 기재는 단결
정 막을 얻기 위한 중간 공정에서 생성된 막이 아몰퍼스 막이라는 기재이지 최종 결과
물로서 박막이 단결정이라는 기재는 아니다. 선행발명 4의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최종 결과물은 가열 확산 처리에 의해 얻어진 단결정 막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최종
결과물이 아몰퍼스 막일 수 있다는 언급이나 암시를 찾아 볼 수 없고 최종 결과물이
아몰퍼스 막으로도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근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선행발명 5는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제작된 아몰퍼스 IGZO 반도체의 이동도가
16

2 -1 -1

-3

21 cm V s 이고 캐리어 밀도가 4.2×10 cm 인 예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1411면
좌측 컬럼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는 P-N 접합다이오드
에 적용되는 기술이어서 이를 선행발명 4의 TFT의 채널층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
행발명 4, 5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4항 발명이 선행발명 3, 5,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구성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4항 발명

선행발명 3

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 채널층(ZTO), 게이트 절연체(ATO), 게이
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트 전극(ITO), 소스 전극(ITO) 및 드레인
1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전극(ITO)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 (도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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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제24항 발명

선행발명 3

기상성막법으로 성막되는, In, Ga, Zn, M 채널층으로서 결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ZT
g 및 O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O을 RF 스퍼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
산화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막함. (60면 20~21행, 요약 및 71 면의
2
결정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1-xMgxO) 첫 문단)
m(m은

6 미만의 자연수, 0.80≤x＜0.85)

이며,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
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 ZTO 박막은 전자이동도가 ~15cm2V-1sec
3

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반절연성

-1

이고 캐리어 농도가 2×1016cm-3임(60면

인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 5.3 .3 참조)
을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결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ZTO 박막을 채
4

널층으로 이용함 (요약 및 71면 첫 문단)

트랜지스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24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은 채널층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채널층을 만들 때 결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 스퍼터링 성막법으로 성막하
고 성막후의 박막의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은 ZTO 재료를 TFT 채널층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아몰퍼스 InGaO3(Zn1-xMgxO)m(m은 6 미만의 자연수, 0.80≤x＜0.85)을 TFT 채널층으로
사용하는 발명으로 TFT 채널층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양 발명
은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검토
위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선행발명 5는 아몰퍼스 IGZO를 P-N 접합 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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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적용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TFT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 5는 아
몰퍼스 InGaZnO4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4항 발명의 아몰퍼스 InGa
O3(Zn1-xMgxO)m(m은 6 미만의 자연수, 0.80≤x＜0.85)와는 사용 재료에 있어서도 차이
가 있다.
한편 선행발명 6은 산화물로 MgAlInO4, ZnAlInO4, MgGaInO4, ZnGaInO4, MgGaZn1-a
AlInO4, MgaZn1-aGaInO4, MgAlbGa1-bInO4, ZnAlbGa1-bInO4을 들고 있고 이중 MgaZn1-aG
aInO4는 이 사건 제24항 발명의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에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선
행발명 6의 아몰퍼스 산화물은 도전성 재료로 전지의 투명 전극에 사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선행발명 6의 캐리어 농도는 1×1018/cm3 ~ 1×1022/cm3으로 이 사건 제24항 발
명의 캐리어 농도와 수치범위가 다르며 이와 같은 캐리어 농도에서는 반도체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즉 선행발명 6은 반도체 재료가 아닌 도전성 재료에만 사용되
는 것으로 선행발명 6의 전체를 살펴보아도 도전체에 사용되는 재료를 반도체 재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선행발명 6은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4항 발명과 같이 TFT의 채널층에 사용되기에는 더욱 어려
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선행발명 3, 5,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24항 발명이 선행발명 4 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구성대비표
구성
요소
1

이 사건 제24항 발명

선행발명 4

채널층,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소 IGZO 박막,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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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이 사건 제24항 발명

선행발명 4

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트랜지스터(도 5)

기상성막법으로 성막되는, In, Ga, Zn, M 화학식 M1M2O3(ZnO)m이 InMO3(ZnO)m(M
g 및 O의 원소로 구성되는 투명 아몰퍼스 =ln, Fe, Ga, 또는 Al, m=l 이상 50 미만
2

산화물 박막이고, 상기 산화물의 조성은 의 정수)로 표시되는 상기의 호모로가스
결정화된 때의 조성이 InGaO3(Zn1-xMgxO) 단결정 박막을 활성층으로서 사용하는 것
m(m은

6 미만의 자연수, 0.80≤x＜0.85) 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박막 전계 효과형

이며,

트랜지스터(11면 1~3행).

불순물 이온을 첨가하는 것 없이 전자이 일반적으로 노말리 오프형의 전계 효과형
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함과 동시에 전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 디바이스를 제조하
3

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반절연성 기 위해서는 그 농도를 내인성 레벨 이하
인 투명 반절연성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 ( < 1014cm-3)로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8
을

면 3~8행).

채널층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박막을 활성층으로 사용한 투명 박막 전
4

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24항 발명과 선행발명 4는 산화물 박막을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으로
사용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구성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아몰퍼스 InGaO3(Zn1-xMgxO)m 박막의 전자
이동도 및 전자캐리어 농도를 한정하는데 반해 선행발명 4는 단결정 박막을 박막 트랜
지스터의 활성층으로 사용한 예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몰퍼스 박막을 박막 트랜지스터
의 활성층으로 사용한 예가 없고 이에 대한 암시도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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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점 검토
차이점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5에는 아몰퍼스 IGZO를 반도체로 사용한 예가
있으나 선행발명 5는 아몰퍼스 IGZO를 P-N 접합 다이오드에 적용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TFT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 6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전성 재료로 반도체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어
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6의 도전성 재료를 TFT의 채널층으로 사용하
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선행발명 4 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선행발명 3,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5항 발명

선행발명 3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Al2O3, Y2O3, 또는 HfO 아몰퍼스 HfO2 게이트 절연체를 사용하는
2중의

1종 또는 그들 화합물을 적어도 2종 동일-평면 탑-게이트 구조가 채용된다(11면

이상 포함하는 혼정 화합물을 이용한 것을 2문단).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3 또는 24 기재의
박막 트랜지스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이 사건 제23, 24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한정된 구
성은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Al2O3, Y2O3, 또는 HfO2중의 1종 또는 그들 화합물을 적어
도 2종 이상 포함하는 혼정 화합물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 한정된 구성은
선행발명 3에 게이트 절연체로 개시된 HfO2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3, 24항 발명의 아몰퍼스 IGZO 또는 아몰퍼
스 InGaO3(Zn1-xMgxO)m를 박막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으로 사용하여 수치 한정한 구성은
선행발명 3,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5항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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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제26항 발명이 선행발명 3,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6항 발명

선행발명 3

기판으로서 글라스 기판, 플라스틱 기판 또 제조된 TTFT는 맨코인 1737 글라스 기판
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보다는 ATO(5.4.1절에 기재된 절연체)로 코
하는 청구항 23 또는 24 기재의 박막 트랜 팅된 글라스 기판을 이용한다(58면 8~9행).
지스터.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이 사건 제23, 24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한정사항은 ‘기
판으로서 글라스 기판, 플라스틱 기판 또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위 한정된 구성은 선행발명 3에서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3, 24항 발명에서 아몰퍼스 산화물을 박막 트랜
지스터의 활성층으로 사용하여 수치 한정한 구성은 선행발명 3, 5에 의해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6항 발명 역시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우선일로 소급되어 선행발명 2는 그 적격이 없고, 선행발
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우선권 출원 당시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게 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의하더라
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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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
을 충족하고,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
족한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서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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