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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
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완제품 및 반성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한 것으로 아직 완성
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과 특허번호 제1525486
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① 별
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 중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발명의 청구
항 3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청구 및 특허번호 제1525486호 특허발명의 청구
항 1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청구,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 중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청구 및 특허번호 제1525486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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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③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 중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
발명의 청구항 1의 침해 및 청구항 3의 침해를 각각 청구원인으로 하는 각 청구를 취
하하였다].1)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발명(이하 ‘395 특허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복합구조물
○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6. 12. 26./ 1999. 10. 12./ 2007.
10. 09./ 제0767395호
○ 발명자: E, F, G, H, I, J, K 등 7인
○ 특허권자 : 원고 및 L
○ 청구범위(이하 각 청구항을 ‘395 특허 제1항 발명’, ‘395 특허 제3항 발명’과 같
이 지칭한다)
【청구항 1】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로서(이하 ‘구성요소 A-1’이라 한다),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이하 ‘구성
요소 A-2’라 한다),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1) 제1심판결이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반소로 인
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항소로 당심에 이심되었을 뿐 당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로 한정되므로, 이 판결에는 반소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해서 모두 특허번호 제0767395호 특허발명의 청구
항 1, 3과 특허번호 제1525486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각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각각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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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구성요소 A-3’이라 한다),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A-4’라 한다),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 이상 500㎚ 이하이고(이하 ‘구성요소 A-5’라 한다),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이하 ‘구성요소 A-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 이상 100㎚ 이하
이고(이하 ‘구성요소 A-7’이라 한다), 치밀도가 95% 이상 100% 이하인 것(이하 ‘구성
요소 A-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10】 (기재 생략)
○ 발명의 개요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세라믹 또는 반(半)금속과 같은 취성(脆性) 재료로 된 구조물을 기재 표면에 형성한 복합구조물 및
그 복합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21]).
일반적으로, 세라믹 소결체를 형성하는 경우, 세라믹 입자끼리의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결
보조제를 첨가하여 입자끼리의 계면 부근에 액상을 형성하는 액상 소결이 행해진다(문단번호 [0022]).
한편, 최근에는, 새로운 피막 형성방법으로서, 가스 디포지션(gas deposition)법(KASHU, Seiichiro,
“금속” 1989년 1월호)이 알려져 있다. 전자(前者)는 금속 또는 세라믹과 같은 초미립자를 가스 교반에
의해 에어로졸로 만들고, 미세한 노즐을 통해 가속시켜, 초미립자가 기재에 충돌했을 때 운동 에너지
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미립자들 사이 또는 미립자와 기재 사이를 소결하는 것을 기본 원리
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 가스 디포지션법이나 정전 미립자 코팅법을 개량한 선행기술로서, 일본 공개
특허공고 특개평8-81774호 공보, 일본 공개특허공고 특개평10-202171호 공보, 일본 공개특허공고 특
개평11-21677호 공보 또는 일본 공개특허공고 특개 2000-212766호 공보에 개시된 것이 알려져 있다
(문단번호 [0024], [0025]).
일본 공개특허공고 특개2000-212766호 공보에 개시된 기술에서는, 입경이 10㎚∼5㎛인 초미립자
(상기 선행기술과 달리 가열 증발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님)에 이온빔, 원자빔, 분자빔 또는 저온 플라

- 4 -

즈마를 조사(照射)함으로서, 초미립자를 용융시키지 않고 활성화하고, 이 상태에서, 3m/sec∼300m
/sec의 속도로 기판에 분사함으로써, 초미립자의 상호 결합을 촉진시켜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
다(문단번호 [0029]).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한편, 본 발명자들은 일본 공개특허공고 특개2000-212766호 공보에 개시된 기술을 개량하였다. 그
결과,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는 금속[연전성(延展性) 재료]과 다른 거동(擧動)을 나타낸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취성 재료에서는, 이온빔, 원자빔, 분자빔, 저온 플라즈마 등으로 조사함이
없이, 즉, 특별한 활성화 수단을 사용함이 없이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기 공
보에 기재된 조건인 10㎚∼5㎛의 미립자 입경 및 3m/sec∼300m/sec의 충돌 속도를 만족하는 경우에
도, 구조물의 박리(剝離) 강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분 박리가 쉽게 일어나거나, 또는 밀도가 균일하
지 않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존재하였다(문단번호 [0037], [0038]).
다 주요 구성 및 도면
도 16은 상기한 초미립자 빔 퇴적법을 이용하여 유리
상에 형성된 체적 2×10-9㎥의 산화알루미늄 구조물의

[도 16] 유리상에 형성된
산화알루미늄 구조물의 TEM 사진

TEM3) 사진이고, 또한 도 17에 사용한 산화알루미늄의
원료 입자의 TEM 사진을 나타낸다. 원료 입자의 내부
변형은 약 1%이고, 원료 입자의 입경은 약 400㎚이다.
X선 회절 측정법(측정 기기는 MAC Science사가 제작한
MXP-18)의 Scherrer & Hall 법에 의해 원료 입자를 구
성하는 결정자의 크기는 24㎚인 것이 판명되었다. 한편
구조물의 결정자 크기는 X선 회절 측정법에 의해 9.8㎚
이었고, 이 구조물은 원료 입자보다 미세한 결정자로 된
다결정체인 것이 명백하다. 도 16으로부터, 결정자끼리
의 계면에는 원자 배열이 랜덤한 입계층(유리층)이 관찰
되지 않고, 결정자끼리가 직접 접합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들 결정자는 어스펙트비(aspect ratio)
가 2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입상이고, 결정 방위의 배향성은 랜덤하고 치밀질인 것이 관찰된다. 이 구
조물은 1000㎏f/㎟ 이상의 비커즈 경도를 나타내고, 소성체와 거의 동일한 기계적 성질을 가진다(문단
번호 [0145], [0146], [014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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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기재 표면에 세라믹이나 반금속 등의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것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 상기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정 배
향성을 갖지 않고, 또한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질로 된 입계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문단
번호 [0043]).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원료 미립자의 변형 또는 파쇄를 수반하므로, 구조물의 구성입
자가 원료미립자보다 더 작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 회절법 또는 레이저 산란법에 의해 측정
된 미립자의 평균 입경이 0.1∼5㎛이면, 형성되는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100㎚ 이하로 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미세 결정자로 된 다결정체를 그의 조직으로서 가진다. 그 결과, 평균 결정자 크기
가 500㎚ 이하이고 치밀도가 70% 이상이거나, 평균 결정자 크기가 100㎚ 이하이고 치밀도가 95% 이
상이거나, 또는 평균 결정자 크기가 50㎚ 이하이고 치밀도가 99% 이상인 치밀한 복합구조물을 형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문단번호 [0064]).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의 특징은 충돌과 같은 기계적 충격에 의한 변형 또는 파쇄를 수반
하므로, 결정의 형상으로서 편평하거나 가늘고 긴 형상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정자 형상은 실질
적으로 입상(粒狀)이고, 그의 어스팩트비(aspect ratio)는 대략 2.0 이하이다. 또한, 복합구조물은 미립
자가 파쇄된 단편 입자들의 재결합부이므로, 결정 배향성이 없다. 복합구조물은 거의 치밀질이므로, 경
도, 내마모성, 및 내식성과 같은 기계적 및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다. 본 발명에서는, 원료 미립자의 파
쇄로부터 재결합까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합 시에 미세 단편 입자들의 표면 부근에서 원
자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물의 결정자끼리의 계면의 원자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
고, 용해층인 입계층(유리층)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비록 입계층이 형성되어도, 그 층의 두께는 1㎚
이하이다.

따라서, 복합구조물은 내식성과 같은 화학적 특성이 우수한 특징을 나타낸다(문단번호

[0066], [0067]).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 제조방법은, 먼저 취성 재료 미립자에 전처리를 행하여 취성 재료
미립자에 내부 변형을 부여하고, 이어서, 이 내부 변형이 일어난 취성 재료 미립자를 기재 표면에 고
속으로 충돌시키거나, 기재 표면에 퇴적된 내부 변형을 가지는 취성 재료 미립자에 기계적 충격력을
부여함으로써, 상기 취성 재료 미립자를 변형 또는 파쇄하고, 이 변형 또는 파쇄에 의해 생긴 활성 신
생면을 통해 미립자끼리를 재결합하여, 그 신생면과 기재와의 경계부에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
어간 다결정 취성 재료로 된 앵커부를 형성하고, 이 앵커부상에 다결정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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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내부 변형이 작으면, 취성 재료 미립자를 충돌시킬 때 취성 재료 미립자의 변형 또는 파쇄
가 어렵다. 반대로, 내부 변형이 크면, 내부 변형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큰 크랙이 발생되고, 이 경우,
충돌 전에 취성 재료 미립자가 파쇄되고 응집되고, 이 응집물을 기재에 충돌시켜도 신생면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을 얻기 위해서는, 취성 재료 미립자의 입경 및 충돌 속도
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원료인 취성 재료 미립자에 미리 소정 범위의 내부 변형을 부여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내부 변형은, 크랙이 형성되기 직전까지 성장하는 변형이지만, 다소 크
랙이 형성되어 있어도 내부 변형이 잔류하는 미립자이면 상관없다. 취성 재료 미립자를 고속으로 충돌
시키는 기술로는, 반송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정전력을 이용하여 미립자를 가속시키는 방법, 용사법,
클러스터 이온빔 방법, 콜드 스프레이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반송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통상 가스 디포지션법이라 불린다. 이것은 금속, 반금속 또는 세라믹의 미립자를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노즐에 의해 기판에 고속으로 분사하여, 미립자를 기판상에 퇴적시킴으로써, 미립자의 조성을 가진 압
분체와 같은 퇴적층을 형성하는 구조물 형성법이다. 특히, 여기서는 구조물을 기판상에 직접 형성하는
방법을 “초미립자 빔 퇴적법”(Ultra-Fine particles beam deposition method)이라 부르고, 이하, 본 명
세서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을 이 명칭으로 부른다.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 제조방법(즉,
초미립자 빔 퇴적법)에서는, 상기 취성 재료 미립자는 평균 입경이 0.1∼5㎛이고, 내부 변형이 큰 것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속도는 50∼450m/s의 범위 내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
한 범위는 150∼400m/s이다.
관계가 있다.

이들 조건은 기재에 충돌시킨 때 신생면이 형성되는지 여부와 밀접한

입경이 0.1㎛ 미만이면, 입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파쇄 또는 변형이 일어나기 어렵고,

입경이 5㎛를 초과하면, 부분적인 파쇄는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칭에 의한 막의 절삭 효과가 나
타나게 되고, 또한, 미립자가 파쇄되지 않고 미립자의 압분체의 퇴적에 잔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평균 입경으로 구조물을 형성하는 경우, 50m/s 이하의 속도에서는 압분체가 구조물 속에 혼재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450m/s 이상에서는 에칭 효과가 현저하게 되어 구조물 형성 효율이 저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문단번호 [0074], [0075], [0076], [0077]).
본 발명에서는, 내부 변형을 가지는 원료 미립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부 변형을 부여하
기 위한 밀(mill), 예를 들어, 유성 밀(planetary mill)과 같은, 고충격을 미립자에 부여하는 수단인 전
(前)처리 장치를 별도의 부분으로서 또는 제조방치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성 재료
초미립자는 에어로졸 발생기 내에서 가스 속에 분산되어 에어로졸이 된다. 에어로졸은 반송관을 통해
분급기로 이송되고, 분급기 내에서 분급되어 퇴적될 입자만이 선택된다. 이들 미립자는 반송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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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로부터 기판으로 향하여 고속으로 분사되어 기판에 충돌하여 퇴적되어 세라믹 구조물을 형성한다.
가스의 유속은 매초 백 내지 수백 m의 아음속(亞音速) 내지 초음속의 영역에 있다. 가스 흐름을 만들
기 위해서는, 가스 봄베 또는 공기 압축기를 장치의 전방에 설치한 가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진공
펌프를 장치의 후방에 설치한 인압(引壓)에 의해서도 좋고, 이들의 조합이어도 좋다. 또한, 반송관의
내경 또는 길이를 조절하여 에어로졸 발생실 안과 기판 근방의 절대압 및 차압을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문단번호 [0087], [0088]).

2) 특허번호 제1525486호 특허발명(이하 ‘486 특허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복합구조물
○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4. 3. 27./ 2013. 3. 28./ 2015. 5.
28./ 제1525486호
○ 발명자: F
○ 특허권자: 원고
○ 청구범위(이하 아래 청구항 제1항을 ‘486 특허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기재와(이하 ‘구성요소 B-1’이라 한다), 세라믹스의 취성 재료 미립자를 가
스 중에 분산시킨 에어로졸을 상기 기재에 충돌시켜서 상기 기재의 표면에 형성되고,
상기 충돌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취성 재료 미립자의 구성 재료를 포함하는 막 형상 구
조물을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B-2’라 한다),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로서 상기
표면에 존재하는 단부와,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
는 부분 중에서 상기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로서, 상기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상기 단부와 상기 최외부 사이의 거리는, 상기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이하 ‘구성요소 B-3’이라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투과전자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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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4】 (기재 생략)
○ 발명의 개요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복합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노즐로부터 분사한 세라믹
스나 유리등의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미립자를 기재 표면에 분사하여 기재 상에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형성한 복합구조물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기재의 표면에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에어로졸 디포지
션법이나 가스 디포지션법 등이 있다(특허문헌 1∼3).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이나 가스 디포지션법에서
는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산시킨 에어로졸을 토출구로부터 기재를 향해서 분사
하여 금속이나 유리, 세라믹스나 플라스틱 등의 기재에 미립자를 충돌시킨다. 이 충돌의 충격에 의해
취성 재료 미립자에 변형이나 파쇄를 일으키게 해서 이것들을 접합시키고, 기재상에 미립자의 구성 재
료를 포함하는 막 형상 구조물을 다이렉트로 형성시킨다. 이 방법에 의하면, 특별하게 가열 수단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온에서 막 형상 구조물의 형성이 가능하고, 소성체와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기계
적 강도를 갖는 막 형상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립자를 충돌시키는 조건이나 미립자의 형상,
조성 등을 제어함으로써 구조물의 밀도나 기계 강도, 전기 특성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문단번호 [0002], [0003]).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미립자의 반복 충돌에 의해 충격이 인가되어서 치밀한 구조물이 형성되기 때
문에, 제막시에는 막 형상 구조물 및 기재에 응력이 잔존한다. 예를 들면, 제막 영역의 경계나 기재의
모서리부 부근에서는 국소적으로 비교적 큰 응력이 가해진다. 비교적 큰 응력이 가해지는 부분에서는
막 형상 구조물의 자기 붕괴에 의해 막 형상 구조물이 박리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예를 들면
평면이나 측면에 막 형상 구조물을 형성시킬 경우에 있어서는 제막 영역의 경계 부근에는 국소적으로
비교적 큰 응력이 가해지고, 이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막 형상 구조물이 박리될 우려가 있다. 또한, 막
형상 구조물의 형성의 대상(기재)의 면 내에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가 형성될 경우에는 단부 부근에
응력이 집중된다. 그 때문에, 막 두께가 두꺼워지면 막 형상 구조물의 자기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나 자기 붕괴는 응력에 의한 피로가 막 형상 구조물 또는 기재에 축적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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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막 형상 구조물의 형성 직후뿐만 아니라 1일 또는 1주일 등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문단번호 [0004], [0005]).
다 주요 구성 및 도면
본 발명은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나 자기 붕괴
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복합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 발명은 기재와,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산시킨 에어로졸을 상기 기재에 충돌시켜서 상기 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막 형상 구조물을
구비하고,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와,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
지는 부분 중에서 상기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로서 상기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
았을 때의 거리는 상기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이다. 이 복합구조
물에 의하면,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의 근방에 있어서 기재 및 막 형상 구조물에 가해지는 응력을 완
화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나 붕괴 또는 기재의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와,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
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로서 기재의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거리는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평균 막 두께의 20배 이상 또는 50배 이상인 것이 보
다 바람직하고, 100배 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와, 막 형상 구조물
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로서
기재의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거리를 길게 [도 1] 본 발명의 복합구조물을
나타내는 모식적 단면도
함으로써 응력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업 제품으
로서의 디자인을 고려하면, 그 거리를 평균 막 두께의
10000배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07], [0008], [0009]).
도 1(a)에 나타낸 복합구조물(100a) 및 도 1(b)에 나타낸
복합구조물(100b)은 기재(110)와, 기재(110)상에 형성된 막

(a)

형상 구조물(120)을 구비한다. 막 형상 구조물(120)은, 예
를 들면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이나 가스 디포지션법 등에
의해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미립자가 가스 중에 분산된 에
어로졸을 노즐 등의 토출구로부터 기재(110)를 향해서 분
사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1(a)에 나타낸 복합구조물(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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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에서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부(121)는 기재(110)의 표면(111)상에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도
1(a)에 나타낸 복합구조물(100a)에 있어서의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부(121)는 기재(110)의 모서리
부(113)[도 1(b) 참조]보다 내측의 표면(111)의 도중에 존재한다. 한편 도 1(b)에 나타낸 복합구조물
(100b)에서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부(121)는 기재(110)의 모서리부(113)에 존재한다. 바꿔 말하
면, 도 1(b)에 나타낸 복합구조물(100b)에 있어서의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부(121)는 기재(110)의
모서리부(113)에 걸쳐져 있다(문단번호 [0023], [0024], [0025]).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에 있어서 이용되는 미립자는 세라믹스나 반도체 등의 취성 재료를 주체로 한
다. 미립자로서는 동일 재질의 미립자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입경이 다른 미립자가 혼합되어
사용된다. 또는 이종의 취성 재료 미립자가 혼합되거나, 또는 복합되어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금속 재료나 유기물 재료 등의 미립자가 취성 재료 미립자에 혼합되거나, 취성 재료 미립자의 표면에
코팅되어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것들의 경우에도 막 형상 구조물을 형성하는 주체는 취성 재
료이다.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에 있어서, 미립자를 기재에 대하여 50∼450m/s의 속도로 충돌시키면 미
립자 중의 취성 재료 미립자의 구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얻는 데에 바람직하다. 에어로졸 디포
지션법의 프로세스는 통상은 상온에서 실시된다. 미립자 재료의 융점보다 충분히 낮은 온도, 즉 섭씨
수 100℃ 이하에서 막 형상 구조물의 형성이 가능하다. 이 점이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의 특징 중 하나
이다. 결정성의 취성 재료 미립자가 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구조물 중 막 형상 구조물의 부분에 있어서 결정 입자 사이즈는 원료 미입자 사이즈에 비해서 작
다. 막 형상 구조물의 부분은 다결정체로 되어 있다. 그 결정은 실질적으로 결정 배향성이 없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취성 재료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이루어지는 입계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막 형상 구조물의 부분에 있어서 기재의 표면에 파고드는 「앵커층」이
형성되어 있다. 앵커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 형상 구조물은 기재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강도로
강고하게 부착되어서 형성된다(문단번호 [0031], [0032], [0033], [0034]).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에 의해 형성된 막 형상 구조물의 결정자 사이즈는 원료 미립자의 결정자 사이
즈보다 작다. 또한, 미립자가 파쇄나 변형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어긋남 면」이나 「파면」에는 원래
의 미립자의 내부에 존재하고 별도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었던 원자가 드러난 상태로 된 「신생면」이
형성된다. 그리고 표면 에너지가 높고 활성인 신생면이 인접한 취성 재료 미립자의 표면이나, 인접한
취성 재료의 신생면 또는 기재의 표면과 접합함으로써 막 형상 구조물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에어로
졸 중의 미립자의 표면에 수산기가 적절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미립자의 충돌시에 미립자끼리의 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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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와 구조물 사이에 발생하는 국부의 어긋남 응력 등에 의해, 메카노케미컬인 산염기 탈수 반응이
일어나 이것들끼리가 접합되는 것도 생각된다. 외부로부터 연속된 기계적 충격력이 부가되면 이들 현
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미립자의 변형, 파쇄 등의 반복에 의해 접합의 진전, 치밀화가 행해져서 취
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막 형상 구조물이 성장한다고 생각된다(문단번호 [0037], [0038]).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막 형상 구

[도 3] 도 1(a)에 나타낸 영역 A1을 확대한 모식적 단면도

조물(120)의 단부의 근방을 확대해 보면
막 형상 구조물(120)의 표면(상면)은 평
탄이 아니라 요철 형상을 갖는다. 그리
고 막 형상 구조물(120)의 막 두께가 평
균 막 두께(t)와 같아지는 부분이 존재한
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막 형상 구조물
(120)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t)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하는 점[단부(121)에 가
장 가까운 점]을 최외부(125)로 한다. 여기에서, 본원 명세서에 있어서 「평균 막 두께」란 기재(110)
가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의 평균값을 말한다.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
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 예를 들면,
일련의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에 대해서 필요 충분한 점수를 계측하고, 계측한 값의 평균값으로
부터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형상 중 최장 라인 상에 있어
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 예를 들면,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에
막 형상 구조물(120)의 형상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그 사각형의 대각선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 예를 들면,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에 막 형상 구조물
(120)의 형상이 원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원호를 포함하는 기재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 또한, 막 형상 구조물(120)의 비중이 기지이며, 또한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면 정보
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중량으로부터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하는 것
도 가능하다. 즉, 막 형상 구조물(120)의 중량과 막 형상 구조물(120)의 비중으로부터 막 형상 구조물
(120)의 체적을 산출하고,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막 형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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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의 면적으로 막 형상 구조물(120)의 체적을 나눔으로써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할 수 있다.(문단번호
[0043], [0044], [0045], [0046]).
본 실시형태에 의한 복합구조물(100a)에서는 제 1 경사면∼제 3 경사면(123a, 123b, 123c) 중 어느
것에 있어서나 최외부(125)와 단부(121) 사이의 거리(D1)로서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
의 거리(D1)는 평균막 두께(t)의 10배 이상이다(문단번호 [0050]).
본 발명자는 기재(110)로서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 석영 및 스테인리스(SUS304)를 사용하고, 각각
의 기재(110) 상에 에어로졸 디포지션법에 의해 산화이트륨의 막 형상 구조물(120)을 형성했다(문단번
호 [0086]).
도 9에 나타낸 표 중의 「배율」이란 최외부(125)와 단부(121) 사이의 거리로서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거리의 평균 막 두께(t)에 대한 배율이다. 즉, 「배율」이란 도 3에 관해서 상술
한 복합구조물(100a)에서는 「D1/t」를 나타낸다. 도 9에 나타낸 표에 의하면, 배율이 10배 이상이면
막 형상 구조물(120)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

[도 9] 산화이트륨을 포함하는 막 형상 구조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자는 배 의 박리 유무의 검토 결과의 일례를 예시하는 표
율이 30배, 40배, 60배, 70배, 80배, 150배,
200배, 300배, 및 500배인 경우에도 막 형상
구조물(120)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율을 크게 함으로써 응
력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으로,
공업 제품으로서의 디자인을 고려하면 배율
을 10000배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문단번호 [0089], [0090]).

나. 피고의 지위와 영업활동
피고는 이트리아 구조물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제1500517호), 고상(固相) 파우더
코팅장치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제1065271호), 고상(固相) 파우더 코팅장치 및 코팅
방법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제1447890호)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윈
도우 등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부품의 표면에 이트리아[Yttria, Y2O3(산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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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를 코팅하여 주는 세라믹 코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가 제시한 선행발명
1) 395 특허발명에 관한 선행발명
가) 선행발명 10 (을 제3호증)4)
1999년 9월에 발행된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38, 5379~
5401면에 게재된 “에어로졸 증착법에 의해 증착된 PZT5) 후막의 미세구조 및 전기적
특성[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Lead Zirconate Titanate(Pb(Zr52/Ti48
)O3) Thick Films Deposited by Aerosol Deposition Method]”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와 N가 공동저자이다.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납-지르코네이트 티타네이트(PZT) 코팅막(필름)이 에어로졸 증착법에 의
하여 증착되고 그들의 미세구조 및 화학 조성이 투과전자현미경(TEM) 및 에너지 분산 X-선 스펙트럼
(EDX) 분석을 통해 조사되었다. 코팅 진행 동안 PZT와 Si 기판 사이의 계면에서 손상층이 관찰되었다
(5397면 1. Introduction 이전 문단 참조).
1. 서문(Introduction)
최근, 의료 및 환경 분야에서 센서와 액튜에이터의 재료로서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6)에 피에조
박막 필름의 적용이 상업적으로 중요해졌다. 많은 잠재적인 용도들이 종래의 증착기술(deposition
technology)에서 불가능하였던 1-50㎛ 두께 및 수 μ ㎡ 내지 수 ㎠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피에조 박
막을 필요로 한다.
가스 증착법(GDM)에서 약 0.1㎛의 직경을 가지는 세라믹 재료의 개별 입자들이 캐리어 가스와 혼합
되어 분산된 에어로졸 흐름을 형성하고, 이것이 마이크로 오리피스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기판 위에
4)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특허심판원 2016당72) 및 선행
발명 1(특허법원 2016허4931호)로 칭하였다.
5) PZT: 지르콘산염(PbZrO3)과 타이타늄산염(PbTiO3)의 고용체의 총칭. 화학식의 머리글자를 따서 PZT라 한다. 고용체의 중간
조성 부근에 있는 상 전이점에서 유전율, 압전상수, 전기기계 결합상수가 극대를 나타낸다. 압력 세라믹스의 대표로서 압전
진전자, 액추에이터, 주파수 필터 등에 사용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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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다. 기판과 초미세 입자(UFP)들의 충돌에 의하여 운동에너지의 일부가 국부적인 열에너지로 전
환되고, 이는 기판과 UFP 사이 및 UFP 입자 간의 결합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실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1-50㎛ 두께 범위의 후막(thick film)을 얻기 위하여, 가스 증착법(GDM)은 스퍼터링,
스크린 프린팅 또는 졸-겔 방법와 비교하여 많은 이점이 있다. 이 방법은 높은 증착 속도 및 고밀도
막의 형성을 이룰 수 있고, 바인더가 없는 건식 공정이며, 미세 패턴의 형성이 용이하다. 20MPa 이상
의 높은 접착력과 전계-유발 변형 효과를 가지는 고밀도의 PZT 후막이 실온에서 Si 및 스테인레스강
기판 위에 증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간 생략)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기술의 증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증착된 막(film)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EM 및 EDX를 이용하여, GDM에 의하여 증착된 막의 미세구조를 조사하는 것이다. PZT 막의
강유전체 특성과 그 미세구조 사이의 관계가 또한 논의된다(5397면 좌단~우단 참조).
2. 실험과정(Experimental Procedure)
10㎛ 이상의 두께를 가진 PZT 후막이, 재료의 증발이 없는 GDM의 일종인 에어로졸 증착법(ADM)에
의하여 Si 및 Pt/Ti/SiO2/Si 기판 위에 증착되었다. (중간 생략) 최초 PZT 분말은 0.3㎛의 평균 입자
직경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이고, (중간 생략) 증착된 막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bulk 샘플은 동일한 최초 분말을 가지고 1100℃ 및 1250℃에서 종래 소결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5397면 우단 참조). (이하 생략)
3. 결과 및 설명(Results and Discussion)

[도 1] 실온에서 Si 기판에 증착된
PZT 후박의 횡단면 TEM 이미지

실온에서 Si 기판에 증착된 30㎛ 두께의
PZT 후막의 횡단면(cross-sectional) TEM
이미지는 도 1과 같다. PZT 층과 Si 기판
사이의 막(film)과 계면(interface)에 기공
(void)이 없는 치밀한 구조가 관찰되었다.
3

이것은, 부피 밀도(7.88g/cm )의 95%보다
더 큰 것으로 측정된, 이전에 얻은 막 밀도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100-150nm 두께의
손산층(damage layer)의 형태가 또한 PZT와 Si 기판 사이의 계면(interface)에서 관찰되었다. Si 표면
은 파손되고 Si(111) 방향의 많은 적층 결함(Stacking Faults)들이 생성되었다. Si 웨이퍼에서 많은 선
콘트라스트(contrast7))들이 관찰되었다. 적층 결함(도 1에서 B1-B5로 표시)은 Si 웨이퍼 내측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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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형(도 1에서 A1-A5로 표시)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관찰에 의하면, 증착 동안 7-12GPa 비커스
경도 정도인 Si 소성변형 응력을 넘는 기계적 쇼크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5398면 좌단 마지
막 문단~우단 참조). (중간생략)
[도 2a] 최초 PZT 분말의 TEM 이미지

[도 3a] 실온에서 Pt/Ti/SiO2/Si 기판에 기증착
된 PZT 후막의 같은 위치의 평단면에서 밝은 부
분의 TEM 이미지

도 2(a), 3(a), 3(b), 4(a) 및 4(b)는 최초 분말입자, 실온에서 Pt/Ti/SiO2/Si 기판에 증착된 PZT 막,
대기 중에서 한 시간 동안 500℃ 및 700℃에서 열처리한 필름의 평단면 영역(plane8) section)의 TEM
이미지와 SAD 패턴을 보여준다. 도 3(a), 4(a) 및 4(b)에서의 SAD9)영역은 1.8㎛이고, 도 2(a)에서는
1.2㎛였다. 각 샘플의 결정자 크기는 밝은 영역(도 3(a))과 어두운 영역(도 3(b))의 TEM 이미지와 작은
스팟 크기의 EBD(전자빔 회절) 패턴에 의하여 직접 측정되었다. (중간 생략) 최초 분말입자들은 거의
단결정 구조이며 그들의 결정자 크기(입자 크기가 아닌)는, 샘플 두께를 고려하면, 0.1㎛ 내지 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한편, 실온에서 증착된 PZT 막은 평단면 영역(plane section)에서 막의 적층
방향을 따라 균일한 구조를 보인다. 증착막의 미세구조는 40㎚ 이하 크기의 임의 방향의 작은 결정자
들과 최초 분말에서 관찰된 바에 근접하는, 100㎚ 내지 300㎚ 크기의 큰 결정자들로 구성된다. 작은
결정자들의 크기는 도 1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초 분말의 결정자 크기의 1/10 정도로 작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 도 1에 도시된 손상층 증거 및 이러한 미세구조를 고려하면, PZT 입자들은 증착되는
동안 파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5399면 좌단 및 우단 참조). 이러한 가정은 증착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
는 데 매우 중요하나,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중간 생략)
도 5는 열처리 전후의 결정자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TEM 이미지들에서
계측된 결정자 수는 샘플마다 200이 넘었다. (중간 생략) 도 4(a)와 도 4(b)의 넷-패턴에서 나타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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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SAD 패턴의 변화로부터 결정 성장이 인식되었다. (5400면 좌단 참조).
[도 5] 열처리 온도에 대한 결정 크기 분포의
의존성

[도 6] 기판 표면으로부터 증착막의 횡단면
TEM-EDX 분석

[도 7] 결정 입계와 결정자 내에서 증착막의 조 [도 8] 열처리 온도에 대한 강유전체 특성의 의
존성
성비율

4. 결론(Conclusions)
에어로졸 증착법(AMD)에 의해 증착된 후막의 미세구조는 처음으로 TEM 및 EDX10) 분석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이하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상온에서 증착된 막은, 40㎚보다 작은 크기, 즉 최초 분말입자 크기의 1/10 정도의 크기의 작
은 결정자들로 구성된 임의 배향성 결정 구조와 100㎚ 내지 300㎚ 크기의 큰 결정자들로 구성된다.
(중간 생략)
(3) 100-150㎚ 두께의 손상층은 증착되는 동안 초미세 PZT 입자들의 기계적 충격에 의해 Si 기판
표면에 형성되었다. (5401면 좌단 마지막 줄~우단 참조).

6)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미세전자제어기술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반도체 공정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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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 11 (을 제29호증의 1)11)
1997년 9월에 발행된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36, 5815~
5819면에 게재된 “가스 증착법에 의해 형성된 PZT 후막의 X선 회절 및 주사 전자현
미경 관찰(X-Ray Diffraction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bservation of
Lead Zirconate Titanate Thick Film Formed by Gas Deposition Method)”이라는 제목
의 논문으로, M, O, P 외 2인이 공동저자이다.
다) 선행발명 12 (갑 제12호증)12)
1998년 발행된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69, 106~112면에 게재된
“3차원 미세조직 구현을 위한 제트 몰딩시스템(Jet molding system for realization of
three-dimensional micro-structures)”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 O, P 외 1인 공동저자
이다.
라) 선행발명 13 (을 제32호증의 1)13)
1999. 1. 10. 발행된 ‘응용물리(応用物理)’, 제68권 제1호, 44~47면에 게재된 “초미
립자빔에 의한 성막법과 미세가공으로의 전개(超微粒子ビ-ムによる成膜法と微細加工

기반으로 성립되는 마이크론(㎛)이나 mm 크기의 초소형 정밀기계 제작기술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사전).
7) Contrast: 방사선 투과사진에서 나타난 상에서 인접한 두 지점 사이의 광학적 농도의 상대적 변화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용어사전).
8) 을 제3호증에는 ‘plan'으로 기재되었으나, 을 제3호증의 다른 부분에 ’plane'으로도 기재된 점과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plane'
이 맞는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9) SAD는 Selected Area Diffraction의 약자로서, SAED(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라고도 하며, “선택영역 전자회절”이
라고 한다. SAD 패턴(전자회절패턴)을 분석하면,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이 결정질인지(단결정인지, 다결정인지), 비정질인지
를 확인할 수 있다.
10) 보통 EDX 혹은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라고 불리는 장비는 정성분석이 가능한 장비로 주로 전자현미
경 계열(TEM, SEM 등)에 같이 부착시켜 사용한다.
11)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2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2(특허심판원 2016당72) 및 선행
발명 2(특허법원 2016허4931호)로 칭하였다.
12)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3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6(특허심판원 2016당72) 및 선
행발명 3(특허법원 2016허4931호)으로 칭하였다.
13)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4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8(특허심판원 2016당72) 및 선행
발명 4(특허법원 2016허4931호)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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への展開)”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가 저자이다.
마) 선행발명 14 (을 제51호증)14)
1999년 3월에 발행된 ‘Ferroelectrics’, Vol. 224, 331~337면에 게재된 “MEMS를
위한 새로운 기능성 세라믹 증착 방법(New functional ceramic deposition method
for MEMS)”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 O, P가 공동저자이다.
바) 선행발명 15 (을 제53호증)15)
1999년 6월 발행된 ‘Ferroelectrics’, Vol 231, 285~292에 게재된 “가스 증착법에
의해 형성된, 직접 증착된 압전 후막의 전기적 특성(Electrical Properties of Direct
Deposited Piezoelectric Thick Film Formed by Gas Deposition Method) - 증착된 막
들의 어닐링 효과(Annealing Effect of Deposited Film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 O,
P 외 1인 공동저자이다.
2) 486 특허발명에 관한 선행발명
가) 선행발명 1 (을 제64호증)16)
2013. 2. 7.경 개최된 “Magnetics Conference 2013”에서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Research Laboratory)의 Q 등이 발표한 “에어로졸 증착법으로 증착된 바륨 헥
사페라이트 후막의 자화와 형태(Magnetization and morphology of barium hexaferrite
thick films deposited by Aerosol Deposition Method)”라는 제목의 발표문이다.
나) 선행발명 2 (갑 제12호증)17)
14) 피고는
다.
15) 피고는
였다.
16) 피고는
다.
17)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5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5(특허법원 2016허4931호)로 칭하였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6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6(특허법원 2016허4931호)으로 칭하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7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1(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였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3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특허심판원 2016당73)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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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본 선행발명 12와 같다.
다) 선행발명 3 (을 제47호증)18)
2009년 발행된 ‘J Electroceram’, Vo1. 22, 319~326면에 게재되고, 2007. 12. 15.
온라인으로 먼저 출간된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리프트 오프(lift-off) 공정에 의한 에
어로졸 증착에서 세라믹 후막층의 미세 패터닝(Fine patterning of ceramic thick layer
on aerosol deposition by lift-off process using photoresist)”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 외 2인이 공동저자이다.
라) 선행발명 4 (을 제46호증)19)
2002. 11. 1. 발행된 ‘Proceedings of SPIE’, Vol 4936, 234~240면에 게재된 “에어
로졸 증착법을 이용한 미세유체 디바이스의 제조[Fabrication of microfluidic-devise
(diffuser or mixer) using aerosol deposition]”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M와 N가 공동저
자이다.
마) 선행발명 5 (을 제66호증)20)
2008년 일본기계학회(The Jap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JSME)로부터
2008 JSME Medal for New Technology를 수상한 “에어로졸 증착법을 이용한 실온에
서의 세라믹 코팅과 내플라즈마식각 코팅을 위한 상용화 개발(Ceramic coating
technology at room temperature using the aerosol deposition method, and the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 for an anti-plasma corrosion coating)”에 관한 기술
행발명 2(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였다.
18)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8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4(특허심판원 2016당73) 및 선
행발명 3(특허법원 2016허4948호)으로 칭하였다.
19)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9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비교대상발명 3(특허심판원 2016당73) 및 선행
발명 4(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였다.
20) 피고는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0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5(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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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료로, M, R(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 S(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 T 외 1인을 기술개발자로 소개하였다.
바) 선행발명 6 (을 제70호증)21)
2009년 발행된 ‘Journal of the Magnetic Society of Japan’, Vol. 33, 252~255면
에 게재된 “에어로졸 증착법에 의해 제작된 Fe/Y2O3 적층막의 고주파 자기 특성(High
Frequency Magnetic Properties of Fe/Y2O3 Films Prepared by Aerosol Deposition
Method)”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U 외 2인이 공동저자이다.
사) 선행발명 7 (을 제71호증)22)
2012년 발행된 Nanoscale Research Letters Vol. 7에 게재된 “에어로졸 증착에
의해 제작된 세라믹-폴리머 복합 후막에 대한 폴리머의 기계적 특성의 영향(Effect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 on ceramic-polymer composite thick films
fabricated by aerosol deposi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V 외 4인이 공동저자이다.
아) 선행발명 8 (을 제72호증)23)
2011. 6. 29. 발행된 일본국 특허공보 특허 제4711242호에 게재된 ‘복합구조물 및
그 제작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원고가 특허권자이며, G(鳩野広典, 395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 중 1인) 및 W가 공동발명자이다.
자) 선행발명 9 (을 제73호증)24)
2006. 11. 29. 발행된 일본국 특허공보 특허 제3852387호에 게재된 ‘복합구조물
21) 피고는
였다.
22) 피고는
다.
23) 피고는
였다.
24) 피고는
였다.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1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7(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2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8(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였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3이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9(특허법원 2016허4948호)로 칭하
제1심에서 비교대상발명 14라고 칭하였고, 관련 특허무효 사건에서는 선행발명 10(특허법원 2016허4948호)으로 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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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원고가 특허권자이며, G( 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 F(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자 486 특허발명의 발명자) 및 H(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가 공동발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2, 23, 24,
43, 46, 47호증, 을 제3호증, 제29, 32호증의 각 1, 제46, 47, 51, 53, 64, 66, 70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코팅 및 양도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
만을 특정하여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및 486 특
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별
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는 것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및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
록 기재 각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약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완제품 및 반성품을 폐
기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의 적
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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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생산․양도 등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
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청구취지는 위 각 물
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 각 물건의 이미 생산된 완제품 및 반성
품을 폐기하라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은 금지되는 행위
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자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특정한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은 ‘피고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라는 문구에 이어서 각각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및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
으로, 결국 피고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및 486 특허 제1항 발명을 실시
하여 코팅한 윈도우라는 취지인바, 이는 사실상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및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
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
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사항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
는 물건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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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가 중복제소
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소의 계속 중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한 소송
에 해당하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의 선후에 의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395 특허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특허
권과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의 각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금지 및 폐기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동일한 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각 청구를 추가하
였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은 ‘제1항의 윈도우에 있어서 제품번호가 “SM”으
로 시작하는 윈도우’라고 특정되었고, 이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의 범위에 포함
됨이 분명하므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 중 제5항 기재 물건 부분’이라 한다)과 금지행위의
객체 및 폐기의 대상이 동일하고, 따라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 중 제5항 기재 물건 부분과 청구취지가
동일하다.
이처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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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청구 중 제5항 기재 물건 부분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동일하므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의 소와 별지 목록 제1항 기
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의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
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의 소는 중복
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의 당부
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각 특허권에 기한 청구의 당부
1)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항 해석
395 특허 제1항 발명은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되, 이러한 복합구조물이 다결정
이고(구성요소 A-2),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며(구
성요소 A-3), 복합구조물의 일부는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anchor)부이고(구
성요소 A-4), 복합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 이상 500㎚ 이하이며(구성요소
A-5),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구성요소 A-6)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구성요소 A-2, A-3의 기술적 의의 내지 범위에 대하여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복합구조물이 ‘다결정’이라는 것의 기술적 의의 내지 범위(구성요소 A-2)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395 특허발명에서 다결정이란 복수의 결정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구조
체를 의미할 뿐이며 입계 등에 비정질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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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다결정이란 복수의 단결정(결정자)의 집합으로만 이루어진
구조체로서 비정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갑 제2, 13호증, 을 제10, 11, 27, 28호증, 제43호증의 3, 제140, 1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395 특허발명에서 ‘다결정’이란 ‘복수의 결정자들이 접합하고 집적하여 이루어진 구
조체’를 말하므로, 계면 등에 비정질이나 파쇄되지 않은 원료 미립자 등이 존재하지 않
거나, 존재하더라도 구조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미미하여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결
정자들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물질의 상은 크게 결정(crystal)과 비결정(비정질, amorphous)으로 구분되
나, 그 중간단계로 결정과 비결정이 혼재(biphasic)하는 상태도 있으며, 결정은 일반적
으로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이 고체 전체에 균일하게 배열되는 단결정(single crystal)과
여러 방향의 수많은 단결정 또는 결정립들의 집합체로 전체를 구성하는 다결정(Poly
Crystal)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다결정은 단결정, 즉 결정자들로만 이루어진
구조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395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하 ‘395 특
허발명의 설명’이라 한다)에도 “다결정이란, 결정자(crystallite)가 접합하고 집적하여 이
루어진 구조체를 가리킨다. 결정자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로 결정을 구성하고, 크기(직
경)는 통상 5㎚ 이상이다. 미립자가 파쇄되지 않은 채 구조물 중에 존재할 수도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다결정이다.”라고 하여(문단번호 <46>), 다결정은 결정자로 구성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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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 있다.
<64>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원료 미립자의 변형 또는 파쇄를 수반하므로, 구조물의 구
성입자가 원료 미립자보다 더 작게 되어 있다. … 이러한 미세 결정자로 된 다결정체를 그의 조직으
로서 가진다.
<146> 이 구조물은 원료 입자보다 미세한 결정자로 된 다결정체인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기재들에다가, 395 특허발명의 설명 중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보태어 보면,
395 특허발명에서 말하는 다결정에는 ‘실질적으로 다결정인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
당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다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자(crystallite)가 접합하고 집적하
여 이루어진 구조체로서 파쇄되지 않은 원료 미립자 등의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구조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미미하여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결정자들
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미립자’란,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25)를 참작하면 복합구조물의 원료가 되는 취성 재료 미립
25) <41> 이들 취성 재료에 기계적 충격력을 가한 경우에, 예를 들어, 결정자끼리의 계면과 같은 벽개면(壁開面)을 따라 결정 격자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또는 취성 재료가 파쇄(破碎)되거나 한다. 이들 현상이 일어나면, 초기에 내부에 존재하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
된 원자들이 변형된 면 또는 파쇄 면에 나타난다. 즉, 신생면(新生面)이 형성된다. 이 신생면의 하나의 원자층 부분은 안정한 원자
결합 상태 대신에 불안정한 표면 상태로 외부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노출된다. 즉, 그 원자층 부분은 표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된다. 이 활성면은 인접한 취성 재료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인접한 취성 재료의 신생면 또는 기판 표면과 접합하여 안정 상태가 된
다. 외부로부터의 연속한 기계적 충격력의 부가는 이 현상을 계속으로 발생시키고, 미립자의 반복되는 변형, 파쇄 등의 결과로, 접
합의 진전 및 이 접합의 진전에 의해 형성된 구조물의 치밀화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취성 재료의 구조물이 형성된다.
<60> 내부 변형(internal strain)이란, 미립자에 포함되는 격자 왜곡을 의미하고, X선 회절 측정에서 Hall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값
이다. 미립자가 충분히 어닐된 표준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그 편차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62> 재응집이란, 미립자의 분쇄 중에 미립자의 1차 입자 표면으로부터 파쇄되거나 탈락된 미세한 단편(斷片)이 표면층을 형성하기
위해 1차 입자(반드시 동일하지 않다)의 표면에 부착 결합하여 표면층을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64>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원료 미립자의 변형 또는 파쇄를 수반하므로, 구조물의 구성입자가 원료 미립자보다 더 작게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 회절법 또는 레이저 산란법에 의해 측정된 미립자의 평균입경이 0.1∼5㎛이면, 형성되는 구조물의 평
균 결정자 크기가 100㎚ 이하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세 결정자로 된 다결정체를 그의 조직으로서 가진다.
<67> 본 발명에서는, 원료 미립자의 파쇄로부터 재결합까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합 시에 미세 단편 입자들의 표면 부
근에서 원자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74>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 제조방법은, 먼저 취성 재료 미립자에 전처리를 행하여 취성 재료 미립자에 내부 변형을 부여하고,
이어서, 이 내부 변형이 일어난 취성 재료 미립자를 기재 표면에 고속으로 충돌시키거나, 기재 표면에 퇴적된 내부 변형을 가지는
취성 재료 미립자에 기계적 충격력을 부여함으로써, 상기 취성 재료 미립자를 변형 또는 파쇄하고, 이 변형 또는 파쇄에 의해 생긴
활성 신생면을 통해 미립자끼리를 재결합하여, 그 신생면과 기재와의 경계부에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다결정 취성 재
료로 된 앵커부를 형성하고, 이 앵커부상에 다결정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을 더 형성한다.
<75> 내부 변형이 작으면, 취성 재료 미립자를 충돌시킬 때 취성 재료 미립자의 변형 또는 파쇄가 어렵다. 반대로, 내부 변형이 크
면, 내부 변형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큰 크랙이 발생되고, 이 경우, 충돌 전에 취성 재료 미립자가 파쇄되고 응집되고, 이 응집물을
기재에 충돌시켜도 신생면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을 얻기 위해서는, 취성 재료 미립자의 입경 및
충돌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원료인 취성 재료 미립자에 미리 소정 범위의 내부 변형을 부여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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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4> 용사(溶射)에 있어서는, 원료 분체의 미립화, 공정의 고온화, 감압 환경 등에 의해 형성물의 치
밀화가 달성되지만, 원료 분체의 표면층을 용융시켜 기판에 충돌시키고, 분체의 입자끼리를 접합시키
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성물의 결정의 형상은 편평한 입자의 층상 퇴적이고, 또는 형성
물 속에 미용융 입자가 혼재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나노미터 수준의 결정립으로 이루어진 다결정체
의 형성은 어렵다.

(다)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395 특허발명에 의한 복합구조물은 ‘다결정이고,
계면에 비정질의 입계층이 없거나, 입계층이 형성되어도 그 층의 두께는 1㎚ 이하여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하여 계면에 비정질의 입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계면 등에 비정질의 입계층이 존재하는 경우도 다결정에 해당하는지에 대
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액상 소결 등에 의하여 증착되는 막 구조물의 경우에도
계면에 유리층이 형성된다고 하였을 뿐 이것이 다결정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다결정의 개념 및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보태어 보면, 395 특허발명에서 말하는 다결정은 계면에
비정질의 입계층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두께가 결정자의 크기보다 매우 작아, 즉
입계층이 다결정의 전체 구조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0> 일반적인 소결 보조제를 사용한 액상 소결에서는 소결 보조제를 포함하는 유리상(相)이 입계
부근에 형성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세라믹의 순도는 증가하지 않고, 치밀체(緻密體)를 형성하는 것
장 바람직한 내부 변형은, 크랙이 형성되기 직전까지 성장하는 변형이지만, 다소 크랙이 형성되어 있어도 내부 변형이 잔류하는 미
립자이면 상관없다.
<76> 취성 재료 미립자를 고속으로 충돌시키는 기술로는, 반송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정전력을 이용하여 미립자를 가속시키는 방
법, 용사법, 클러스터 이온빔 방법, 콜드 스프레이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반송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통상 가스 증착
법이라 불린다. 이것은 금속, 반금속 또는 세라믹의 미립자를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노즐에 의해 기판에 고속으로 분사하여, 미립자
를 기판상에 퇴적시킴으로써, 미립자의 조성을 가진 압분체와 같은 퇴적층을 형성하는 구조물 형성법이다. 특히, 여기서는 구조물
을 기판상에 직접 형성하는 방법을 "초미립자 빔 퇴적법"(Ultra-Fine particles beam deposition method)이라 부르고, 이하, 본 명
세서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을 이 명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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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렵다.
<43> 즉,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기재 표면에 세라믹이나 반금속 등의 취성 재료로 된 구조
물이 형성된 것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 상기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
정 배향성을 갖지 않고, 또한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질로 된 입계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52> 입계층이란 계면 또는 소결체에서 말하는 입계에 위치하는 어떤 두께(통상 수 ㎚ 내지 수 ㎛)
를 가지는 층을 의미한다. 통상 결정립 내의 결정 구조와는 다른 비정질 구조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서는 불순물의 편석을 수반한다.
<63> 종래의 소결에 의해 형성된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은, 결정이 열에 의해 입자 성장을 수반하
고, 특히, 소결 보조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계층으로서 유리층이 생성된다.
<67> 본 발명에서는, 원료 미립자의 파쇄로부터 재결합까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합 시
에 미세 단편 입자들의 표면 부근에서 원자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물의 결정
자끼리의 계면의 원자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고, 용해층인 입계층(유리층)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비록 입계층이 형성되어도, 그 층의 두께는 1㎚ 이하이다.
<147> 결정자끼리의 계면에는 원자 배열이 랜덤한 입계층(유리층)이 관찰되지 않고, 결정자끼리가
직접 접합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라)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갑 제13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에
는 ‘소결체의 미구조(微構造)가 베타-사이아론 주상립과 입계상으로 사이아론 글래스상
으로 구성되었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이러한 미구조를 다결정이라고 칭하지는 아니하
였으므로, 갑 제13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를 근거로 다결정이 그 구조에 비정질이 존재
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
가 ‘소결체’의 미구조에 관한 것인 점에다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395 특허발명
의 설명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결체는 395 특허발명에서 말하는 다결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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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기술적
의의(구성요소 A-3)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395 특허발명에서 ‘결정끼리의 계면’의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원고는 ‘계면은
결정과 결정이 맞닿아 형성하는 경계면’을 의미하므로 결정과 결정이 전혀 닿지 않는
공간 내지 ‘공극(孔隙)’은 계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26)하는 반면, 피고는 ‘계면
은 결정과 결정 사이의 일정 범위 영역’을 의미하므로 결정들 사이의 공간인 ‘공극’도
‘계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갑 제1, 2, 34, 37 내지 40, 64, 65호증, 을 제11호증, 제77호증의 1, 2, 제78
호증의 1, 2, 3, 제79호증의 1, 2, 제127, 128, 131, 134 내지 138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X, Y(이하 ‘제1심 증인’들 이라 한다)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X, Y(이하 ‘제1
심 감정인’들 이라 한다)의 2016. 12. 16.자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및
2017. 4. 4.자 감정결과(이하 ‘제1심 추가 감정결과’라 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395 특허발명에서 ‘결정끼
리의 계면’은 ‘결정자들 사이에 형성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
므로, 결정들 사이에 형성된 틈인 ‘공극’도 계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계면’을 “결정자들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문단번호 <44>)27),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계층이란 계면
26) 다만 원고는 2019. 1. 11.자 참고서면(395 특허발명)을 통해 계면이란 결정과 결정이 직접 접하는 계면 및 결정과 결정 사이
에 입계층이 형성된 계면을 의미하고, 결정과 결정이 접하지 않은 공간은 계면이 아니며, 다만 결정과 결정이 접하는 계면에
는 국부적으로 공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기존 주장을 다소 변경하였다.
27)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이하, 본 발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라고 기재하고(갑 제2호
증 문단번호 <44>), 그 이하에서 다결정, 결정 배향성, 계면, 입계층, 앵커부, 평균 결정자의 크기, 비화학량론적 결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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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결체에서 말하는 입계에 위치하는 어떤 두께(통상 수 ㎚ 내지 수 ㎛)를 가지는
층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는바(문단번호 <52>), 이에 의하면 계면에는 수 ㎚ 내지
수 ㎛ 두께의 입계층이 존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계면은 수 ㎚ 내지 수 ㎛ 두께
의 입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계면은 결정자들이 서로 맞닿아 형성되는 경계면으로서
설령 입계층이 그 사이에 개재하더라도 아주 얇게 형성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개념상 수 ㎛ 두께의 입계층과 같이 평균 결정자의 크기와 비슷하거나 이
보다 큰 입계층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는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위와 같은 기재에
배치되고, 달리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서 계면이나 입계층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다결정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다수의 결정자들이 접합하고 집적
하여 형성되는 구조체이므로 결정자들이 접합하는 각도 및 접합하는 결정자들의 크기
나 모양 등에 따라 인접한 결정자들 사이에 공극이 형성될 수 있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이러한 공극이나 이와 계면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앞서 가)의 (다)항에서 본 기재와 아래와 같은 기재
에 비추어 보면,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계면’과 ‘입계’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였으
며, 395 특허발명은 결정자들 사이의 계면에 공극이나 유리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
제로 하여 이들의 형성을 방지하는 것, 즉 계면에 비정질의 입계층이나 공극이 가능한
한 적게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복합구조물의 치밀도를 높이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변형, 재응집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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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395 특허발명은 ‘취성 재료 미립자가 변형 또는 파쇄되어 새로운 면(신
생면)을 형성하고 그 신생면을 통해 재결합하며(문단번호 <74>), 파쇄로부터 재결합까
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원자 배열에 흐트러짐 없이 입계층(유리층)이 형성
되지 않는 계면(문단번호 <67>)이 형성된다’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계면의 기술적
의의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395 특허발명에 의한 복합
구조물의 물성을 근거로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는 ‘계면’ 및
‘입계층’의 기술적 의의나 범위를 정의하자는 취지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2> 소결 보조제를 사용하여 소성하는 동안, 입자끼리의 계면에 특정 원소가 편석(偏析)28)하여, 소
망의 특성을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41> 미립자의 반복되는 변형, 파쇄 등의 결과로, 접합의 진전 및 이 접합의 진전에 의해 형성된 구
조물의 치밀화가 행해진다.
<64> 평균 결정자 크기가 500㎚ 이하이고 치밀도29)가 70% 이상이거나, 평균 결정자 크기가 100㎚
이하이고 치밀도가 95% 이상이거나, 또는 평균 결정자 크기가 50㎚ 이하이고 치밀도가 99% 이상인
치밀한 복합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141> 도면으로부터 얻어진 구조물은 결정자 크기가 거의 40㎚ 이하이고, 이들 결정자가 그들 사이
에 공극을 남기지 않고 서로 접합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결정 방위에 배향성이 인지되지 않고,
또한, 결정의 입계에 유리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147> 도 16으로부터, 결정자끼리의 계면에는 원자 배열이 랜덤한 입계층(유리층)이 관찰되지 않고,
결정자끼리가 직접 접합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155>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은,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이고,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 상기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은 실질적
으로 결정 배향성이 없고, 또한,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질로 이루어진 입계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로 되어 있으므로, 기

28) 편석(偏析): 금속이나 합금이 응고할 때 화학적 조성이 고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결정립에 관해서는 결정립 경계에
원자의 부정배열로 인하여 불순물 원자가 모여드는 현상을 말한다.
29) <65> 치밀도(%)는 문헌값 또는 이론 계산치로부터의 진(眞)비중과, 구조물의 중량 및 체적값에 의해 얻어진 벌크(bulk) 비중
을 사용하여, 벌크 비중 ÷ 진비중 × 100(%)의 식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 32 -

재와의 접합 강도가 우수하고, 구조물 자체의 밀도가 높고, 구성 입자의 입경이 균일하고 매우 작다.
따라서 종래에는 없는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특성이 기대될 수 있다.

(다) 제1심 증인들은 ‘계면과 공극이 일반적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결정과 결정
사이에 한두 개 정도의 구멍이 비어 있다고 하여, 혹은 국부적으로 공극이 존재한다고
하여 계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제1심 감정결과에 의
하면 제1심 감정인들은 원고 시료와 피고 시료에서 코팅막 구조물에 존재하는 텅 빈
부분을 ‘Void’라고 표시하고 이를 계면과 구분하여 감정위치에서 제외한 반면, 계면들
사이에 형성된 틈은 계면으로 보아 이를 감정위치에 포함시켰다.
(라) 395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결정자들 사이의 공극도 입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결정자들 사이의 공극에 존재하는 비정질층도
입계(grain boundary)에 존재하는 비정질층으로 인식하였으며, ‘결정과 결정이 접하여
맞닿아 있지 않은 영역’도 결정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 경우에는 입계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34, 37 내지 40, 64호증 등을 근거로 통상의 기술자는 ‘계
면’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3430), 3731), 3832), 3933)호
증에 입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정의하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4, 37, 38, 39호증의 위와 같은 기
재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계면’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이해한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0)《네이버 국어사전》입계를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물질의 경계면’으로 정의하였다.
31)《공업재료 가공학》“각 입자를 구분하는 면을 결정립계(grain boundary)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2)《세라믹사전》입계(grain boundary)를 “다결정질 물질의 구성하는 결정립이 서로 접하여 만드는 경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33)《세라믹스의 복합화》“소결체로서의 세라믹스 입계에는 아몰퍼스 입계상을 포함하는 것도 많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정과 결정이 직접 접한 입계, 계면을 고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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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면’의 기술적 의의를 원고 주장과 같이 이해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배치된다.
②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과 달리 인터넷 다음 백과사전(을 제127호증)에서는
‘계면’을 ‘서로 다른 두 물질의 상을 나누는 면으로서 기하학적인 면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물질과는 성질이 구분되는 얇은 층’이라는 취지로 정의하였다.
③ 갑 제39호증은 ‘소결체로서 세라믹스 입계에는 비정질 입계상을 포함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과 결정이 직접 접한 입계, 계면을 고려한다’고 하여
‘계면’을 ‘입계’의 특정한 형태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계면에 입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는 395 특허발명의 설명이나 앞서 본 서증 등에서 ‘입계’와 ‘계면’을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배치되며, 이에 의하더라도 ‘입계’에는 비정질이 존재할 수 있음
이 인정된다.
④ 갑 제40호증은 소결이 진행되어 입자가 성장함에 따라 결정들 사이의 공극
이 줄어든다는 취지이고, 오히려 액상 소결의 경우 입자들 사이에 비정질이 존재하고,
비정질 내부에 공극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므로, 갑 제40호증에서 입계에 존재하는 공
극을 입계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4)
⑤ 갑 제64호증에서도 공공(空孔)과 입계를 구분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35),
갑 제65호증36)에는 “세라믹스의 입계에는 전위, 공공 등의 격자 결함이나 격자 왜곡이
존재한다.”라고 하여, 입계에 공공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계에 형성된
공공을 ‘입계기공(粒界氣孔)’이라고 표현하였다(원고도 ‘입계기공’이 입계에 해당하는 점
34)《소결의 이론 및 실제》
35)《세라믹스 재료 프로세스》“소결 과정에서는 표면 자유에너지 최소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자 간극(間隙)의 공공의 소
멸이 일어나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을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멍 또는 틈(隙)으로 이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6)《일렉트로 세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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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하는 듯 하다).
⑥ 피고가 제출한 다수의 논문(을 제128, 131, 134 내지 138호증)에서는 결정
자들 사이의 일정한 범위의 영역을 ‘입계’로 지칭하거나 결정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극’
도 ‘입계’로 지칭하였다.
⑦ 원고 측도 제1심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증인들이나 증인들의 소
속 기관(나노융합기술원을 말한다)에서는 인터페이스와 계면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의 증인 X의 진술에 대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또는 계면이라는 용어와 395 특허발명에서 사용되는 계면이라는 용어는 다르므로, 증
인들이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395 특허발명의 계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
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인터페이스 또는 계면을 원고의
주장과 달리 ‘결정과 결정 사이에 한두 개 정도의 구멍이 비어 있거나 국부적으로 공
극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395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의 1인인 M 등이 작성한 논문(을 제3호증, 선행발명 10)에서도 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키기 위하여 ‘interfa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피고 제품이 395 특허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제품이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이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A-2, A-3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
(1)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A-2를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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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A-2는 ‘구조물이 다결정’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다결정은, 앞서 청구
항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의 결정자들이 접합하고 집적하여 이루어진 구조체로
서, 계면 등에 비정질 및 파쇄되지 않은 원료 미립자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
라도 구조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미미하여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결정자들로만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들의 각 증언, 제1심 감정결과 및 제1심 추가 감정결과에 의
하면, 원고가 ‘Lam Research’사로부터 입수한 피고의 이트리아 코팅막 윈도우의 일부
라고 제출한 ‘세라믹(Al2O3) 기판 위에 이트리아(Y2O3)가 증착’된 시료(이하 ‘원고 시료’
라고 한다)와 피고가 SK 하이닉스에 실제 공급되는 피고의 이트리아 코팅 윈도라고 제
출한 ‘석영(Quartz) 기판 위에 이트리아(Y2O3)가 증착’된 시료(이하 ‘피고 시료’라고 한
다)는 모두 전체적으로 막 구조물의 이트리아 결정들 사이에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
는 영역37)’이 존재하고, 그 크기가 원고 측이 측정한 원고 시료의 평균 결정자 크기
(23.1㎚, 34.5㎚, 41.0㎚, 갑 제8호증 참조)에 못지않은 수십 나노미터(㎚)에 이르며, 더
욱이 이러한 혼재 영역들 중 일부에는 국부적으로 10㎚ 미만의 비정질로만 이루어진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시료나 피고 시료의 경우 모두 막 구조물이
앞서 본 ‘물질의 상’의 종류 중 ‘결정과 비정질의 혼재 상태’를 넘어서 ‘구조물이 실질
적으로 결정자들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즉 실질적으로 다결정’에 해당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그의 홈페이지에 피고의 코팅 기술

37) 이트륨에 비해 산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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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코팅막이 다결정질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25호증), 이를 근거로
피고 제품의 막 구조물이 다결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2)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A-3을 갖추었는지 여부
구성요소 A-3은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인바, ‘결정끼리의 계면’의 기술적 의의 내지 범위는 앞서 청구항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결정자들 사이에 형성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결정들 사이에 형성된 틈인 ‘공극’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395 특허발명의 설명 중 ‘395 특허발명의 복합구조물의 경우에 입계층이 존재
하더라도 두께가 1㎚ 이하이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참작하면, 구성요소 A-3에서 ‘입계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기술적 의의 내지 범위는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
재하더라도 그 두께가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시료는 물론 원고 시료의 경우에도 막 구조물 내 대부분의 이트리아
결정들 사이에 ‘결정과 비정질의 혼재 영역’이 존재하고, 그 크기도 수십 나노미터(㎚)
에 이르며, 더욱이 이러한 혼재 영역 중 일부에는 국부적으로 10㎚ 이하의 비정질로만
구성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결정과 비정질의 혼재 영역’ 및 ‘비정질로만 구성된 부분’이 이트리아 결정
들 사이에 존재하고, 그 크기도 1㎚를 초과하여 A-3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입계층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료와 원고 시료는 모두 구성요소 A-3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해서는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A-3을 갖추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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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제1심 감정결과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A-3
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감정결과에서 ‘비정질과 결정질이 혼재되어 있
다’거나 ‘비정질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① FIB(Focused Ion Beam) 가공 시
리디포지션(redeposition, 재부착)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곳이거나, ② 결정과 기판
(기재) 사이의 계면이거나, ③ 결정들 사이의 계면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에 불과하므로,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A-2, A-3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1심 증인들의 각 증언,
제1심 감정결과 및 제1심 추가감정결과, 제1심의 나노융합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
1심 감정결과에서 ‘비정질과 결정질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비정질이 발견되었다’고 판
단한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FIB 가공 시 리디포지션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곳’이라
거나 ‘결정과 기판(기재) 사이의 계면’이거나 ‘결정들 사이의 계면에 포함되지 않는 단
순한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감정인들은 시료 가공 시 FIB 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표면의 비정
질층을 제거하고 감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1심 증인들은 ‘TEM 담당자들은 워낙 많
은 시편을 접하여 보았기 때문에, 시편이 얇고 FIB 가공 시 빔에 의한 데미지가 일어
나 리디포지션이 비정질로 된 부분은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제1심 감정결과에서 말하
는 비정질(층)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와는 다른 비정질(층)이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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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하였다. 더욱이 원고 시료에 대한 총 40개의 감정위치 중 리디포지션 현상이 나타
난 14곳38)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6곳에서 모두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결과에서 ‘비정질과 결정질이 혼재되어 있
다’거나 ‘비정질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FIB 가공 시 리디포지션에 의한 오염
이 발생한 곳’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1심 증인들은 ‘계면과 공극이 일반적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결정과 결정
사이에 한두 개 정도 구멍이 비어 있다고 하여, 혹은 국부적으로 공극이 존재한다고
하여 계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시편 뒤쪽의 결정도 결정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계면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결정과 결정 사이의 계면을 측정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한편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시료에 대한 원고 측 감정39)의 경우 시료의
Center, Middle, Edge에서 각각 시편을 잘라 내어 FIB 가공 후 각 시편에 대하여
HR-TEM 분석과 NBD(Nano Beam 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모두 하거나 HR-TEM
분석을 한 결과, Center 시편의 7개 감정위치(A~G Point), Middle 시편의 4개 감정위
치(A~D Point), Edge 시편의 9개 감정위치(A~I Point) 등 각 시편의 모든 감정위치에
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 시료에 대한 피고 측
감정40)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Hole(Center) 시편의 6개 감정위치

38) 원고 시료에 대한 원고 측 감정결과 중 Center의 감정위치 C, D, E, F, Middle의 감정위치 A, B, C, Edge의 감정위치 B, C,
F와 원고 시료에 대한 피고 측 감정결과 중 Hole(Center)의 감정위치 B, 외주부(Edge)의 감정위치 C, E, G 등 14곳이다.
39) 제1심 감정인들이 원고 시료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측 감정을 위한 시편 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잘라내어 만든
시편으로 감정을 진행한 것이다.
40) 제1심 감정인들이 원고 시료에서 피고가 피고 측 감정을 위한 시편을 만들어 달라고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어 만든 시편으로
감정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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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Point), 평면부(Middle) 시편의 7개 감정위치(A~G Point), 외주부(Edge) 시편의 7
개 감정위치(A~G Point) 등 각 시편의 모든 감정위치에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 시료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감
정을 진행하여 Hole(Center) 시편의 5개 감정위치(A~E Point), 평면부(Middle) 시편의
6개 감정위치(A~F Point), 외주부(Edge) 시편의 6개 감정위치(A~F Point) 등 각 시편의
모든 감정위치에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편에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영
역’ 중 일부에 대한 EDS 성분분석 결과, 이트리아 결정 내부는 이트륨(Y)과 산소(O)의
원자백분율(Atomic%)이 약 1:1인 반면,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여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이트륨(Y)과 산소(O)의 원자백분율(Atomic%)이 대부분 약 1:3 정도로 나타났
다.

원고
시료
중
원고
측
감정
결과

원고
시료
중
피고
측
감정
결과

감정위치
Center
A Point
B Point
C Point
Middle
A Point
C Point
Edge
A Point
B Point
Hole(Center)
A Point
B Point
C Point
D Point
평면부(Middle)
A Point
B Point
C Point
Edge
A Point
B Point
C Point

산소

이트륨(Atomic%)

73.58
65.33
56.59

26.42
34.67
43.41

66.50
71.13

33.50
28.87

73.41
62.91

26.59
37.09

99.63
65.93
97.79
86.96

1.37
34.07
2.21
13.04

80.82
72.08
86.00

19.18
27.92
14.00

90.98
82.40

9.02
17.60

74.12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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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시료
감정
결과

D Point
Hole(Center)
A Point
B Point
C Point
평면부(Middle)
A Point
B Point
C Point
Edge
A Point
B Point
C Point

65.70

34.30

85.94
78.88
71.88

14.06
21.12
28.12

87.15
80.66
80.62

12.85
19.34
19.38

77.95
76.52
72.28

22.05
23.48
27.72

이러한 점들에다가, ㉠ 만약 제1심 감정결과에서 판단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는
영역’ 전부를 구성요소 A-2 및 A-3과 관계없는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 또는 공극이라
고 보게 되면 공극을 거의 남기지 않고 치밀한 구조를 얻고자 하는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에 배치되는 점, ㉡ 더욱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 시료는 복합구조
물의 치밀도가 97.3% 내지 98.0%로서 매우 치밀하다는 것인데(갑 제8호증 참조), 제1
심 감정결과에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이러한 혼재 영역이 복합구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료의 복합구조물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치밀도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EDS 성분분석 그래프상의 수치는 절댓값이 아니라 상댓
값이고, EDS는 성분분석장치이지 정량분석장치가 아니므로 EDS 성분분석 그래프상
Peak의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감정위치가 ‘단순히 빈 공간’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이러한 감정위치들은 모두 제1심 감정인들이 HR-TEM과 NBD
를 통해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는 영역’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그 성분분석을 한 것
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들은 원고 시료와 피고 시료에서 막 구조물
에 존재하는 텅 빈 공간을 ‘Void’라고 표시하고 이를 계면과 구분하여 감정위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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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제1심 감정결과에서 판단된 ‘결정과 비정질이 혼재하는 영역’
이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정자들의 계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순히 빈 공
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제1심 감정결과 중 EDS 성분분석 그래프에서 알루미늄 Peak가 나타난 부
분이 있기는 하다(제1심 감정서 72면). 그러나 이는 TEM 이미지를 촬영한 부분이 코
팅구조물 내부의 결정과 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 아랫부분과 기판
이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위 TEM 이미지를 촬영한 부분에 대한 EDS 성분분석에서
기판의 성분인 알루미늄까지 함께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제1심 증인들은 이와 같은 취
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EDS 성분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1심 감정결과에서 각 시편의 감정위
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결정과 기판(기재) 사이의 계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 제품이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A-2, A-3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구
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 종속항인 395 특허 제3항 발명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3)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0 내지 1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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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A-2, A-3이 선행발명 10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395 특
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0 내지 1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물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화합물이나 금속구조물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과 같은 선행
발명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물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
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개시된 경우, 특히 그 방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
시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그 물질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
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상 이미 공지된 물질의 물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람에
게 그 물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선행발명에 그 물질의 물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특허출원 이후에 선행발명에 의
하여 공지된 물질의 물성이 비로소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질의 물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특허발명이 이러한 물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발명은 이미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며,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과 특허발명의 물질이 동일하다
는 것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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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신
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
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
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395 특허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0과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395 특허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0(을 제3호증)
10㎛ 이상의 두께를 가진 PZT 후막이 재료의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증발이 없는 GDM의 일종인 에어로졸 증착법
A-1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로서

(ADM)에 의하여 Si 및 Pt/Ti/SiO2/Si 기판 위
에 증착됨(5397면 우단 참조)
증착막의 미세구조는 40nm 이하 크기의 임의
방향의 작은 결정자들과 최초 분말에서 관찰

A-2

된 바와 근접하는 100nm 내지 300nm 크기의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

큰 결정들로 구성됨(5399면 좌단 및 우단 참
조)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
(명시적 기재 없음)

A-3
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100-150㎚ 두께의 손상층은 증착되는 동안
A-4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으 초미세 PZT 입자들의 기계적 충격에 의해 Si
로 먹어 들어간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고

기판 표면에 형성됨(5401면 좌단 마지막 줄~
우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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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막의 미세구조는 40nm 이하 크기의 임의
방향의 작은 결정자들과 최초 분말에서 관찰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 이상
된 바와 근접하는 100nm 내지 300nm 크기의

A-5
500㎚ 이하이고

큰 결정들로 구성됨(5399면 좌단 및 우단 참
조)
PZT 층과 Si 기판 사이의 계면과 코팅막에서
기공들이 없는 치밀한 구조가 관찰되었다. 이
A-6

3

는 부피 밀도(7.88g/cm )의 95%보다 더 큰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

것으로 측정된 것(5398면 좌단 마지막 문단~
우단 참조)

라) 395 특허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0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A-1, A-2
구성요소 A-1 및 A-2와 선행발명 10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기재의 표면에
취성 재료의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로서 이러한 구조물이 다결정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A-3
선행발명 10에는 구성요소 A-3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395
특허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구성요소 A-4
(가) 갑 제2호증, 을 제10,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A-4의 ‘앵커부’와 그에 대
응하는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및 395 특허발명의 설명 중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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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A-4의 ‘앵커부’라는 것은 ‘복합구조물의 형성 시
충격으로 복합구조물의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가 요철을 형성한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4> 앵커(anchor)부란, 기재와 구조물의 계면에 형성된 요철을 의미한다. 특히, 요철은 기
재에 미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형성 시에 원(元)기재의 표면 정밀도를 변화시켜
형성되는 요철을 가리킨다.
<75> 본 발명에 따른 복합구조물 제조방법은, 먼저 취성 재료 미립자에 전처리를 행하여
취성 재료 미립자에 내부 변형을 부여하고, 이어서, 이 내부 변형이 일어난 취성 재료 미립
자를 기재 표면에 고속으로 충돌시키거나, 기재 표면에 퇴적된 내부 변형을 가지는 취성 재
료 미립자에 기계적 충격력을 부여함으로써, 상기 취성 재료 미립자를 변형 또는 파쇄하고,
이 변형 또는 파쇄에 의해 생긴 활성 신생면을 통해 미립자끼리를 재결합하여, 그 신생면과
기재와의 경계부에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다결정 취성 재료로 된 앵커부를 형
성하고, 이 앵커부 상에 다결정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을 더 형성한다.
<142> 도 14는 티탄산 지르콘산 납(PZT) 구조물을 형성하기 전의 산화규소 기판의 표면
조도(粗度)를 관찰한 SEM 사진이고, 도 15는 티탄산 지르콘산 납(PZT) 구조물 형성 후의
산화규소 기판과의 경계부의 TEM 사진이다. 이들 도면을 비교하면, 티탄산 지르콘산 납
(PZT) 구조물의 일부가 산화규소 기판으로 먹어 들어가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6>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로 되어 있으므로, 기재와
의 접합 강도가 우수하(다).
② 그런데 선행발명 10의 ‘손상층’도 아래와 같은 기재 및 도면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취성 재료 구조물과 기재 사이의 계면에 관찰되는 층으로 취성 재료 입
자들이 막 구조물의 증착 시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가 형성된
요철부이다. 도 1에 의하면 취성 재료 구조물과 기재 사이의 계면에 요철부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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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이 확인되고, 도 2에 의하면 기재와 취성 재료 구조물의 경계에 기재의 원소인
Si와 PZT 구조물의 원소인 Pb, Zr, Ti가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증착 진행 동안 PZT와 Si 기판 사이의 계면에서 손상층이 관찰되었다(5397면 요약 부분).
200MPa 이상의 높은 접착력과 전계-유발 변형 효과를 가지는 고밀도의 PZT 후막이 실온에서 Si 및
스테인레스강 기판 위에 증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5397면 좌측 하단).
100-150nm 두께의 손상층의 형태가 또한 PZT와 Si 기판 사이의 계면에서 관찰되었다. … 증착 동
안 7-12GPa 비커스 경도 정도인 Si 소성변형 응력을 넘는 기계적 쇼크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5398면 우측 상단).
100-150㎚ 두께의 손상층은 증착되는 동안 초미세 PZT 입자들의 기계적 충격에 의해 Si 기판 표면
에 형성되었다[5400면 결론 (3)].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도 1] 실온에서 Si 기판에 증착된 PZT 후박의
횡단면 TEM 이미지

[도 6] 기판 표면으로부터 증착막의 횡단면
TEM-EDX 분석

또한, 선행발명 10의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이 기재에
대하여 높은 접착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395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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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중 1인인 E이 2006년에 발표한 “실온에서 세라믹 후막의 에어로졸 증착:
세라믹 층의 치밀화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37호증)에서는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을 ‘앵커층’이라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라믹 막과 기재 사이의
앵커층이 도면 2의 단면 TEM 이미지에 관찰되었다. 이전의 보고서(선행발명 10)에서
서술한 스테인레스와 실리카 유리 위에 증착된 막의 20~50MPa 이상의 접착력은 앵커
층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1835면 좌측 하단 참조).”라고 기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선
행발명 10의 손상층은 구성요소 A-4의 앵커층과 마찬가지로 막 구조물과 기재의 결합
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도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논문은 395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발
간된 것이어서 395 특허발명에 대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논문은 선행발명 10에 개시된 막 구조물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용
되는 것일 뿐 위 논문 자체를 395 특허발명에 대한 선행발명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10에는 ‘손상층’에 관하여 ‘입자의 충돌에 의해 기
판인 Si 결정의 규칙적인 배열이 어긋난 영역인 적층결함이 형성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이 구성요소 A-4의 앵커부와 동일한 기능 및 작
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95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0은 모두 에어로졸 증착법(395 특허발명의 설명
에는 395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을 ‘초미립자 빔 퇴적법’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실온에서
취성 미립자 재료를 반송 가스에 분산시켜 생성한 에어로졸을 기판에 고속으로 분사
충돌시켜 기판에 막 구조물을 증착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0의 에어로졸 증착법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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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동일하다)에 의하여 막 구조물을 기재에 증착하는 것인 점에다가, 395 특허
발명의 설명과 위에서 본 선행발명 10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A-4의 앵커부와 선
행발명 10의 손상층은 모두 막 구조물의 기재 증착 시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은 구성요소 A-4의 앵커층과
마찬가지로 막 구조물과 기재의 결합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점,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자 선행발명 10의 공동저자 중 1인인
E이 작성한 위 논문에서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을 ‘앵커층’이라고 부른 점 등을 보태
어 보면, 선행발명 10의 손상층이 구성요소 A-4의 앵커부와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
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성요소 A-5, A-6
구성요소 A-5 및 A-6의 경우 선행발명 10의 각 대응구성요소가 구성요소 A-5
및 A-6에서 한정한 수치범위에 속하므로, 구성요소 A-5 및 A-6과 선행발명 10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395 특허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0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도 구성요소 A-3에서 한정한 바와 같은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95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0은 구성요소 A-3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 SAD 패턴에 의한 계면 간의 비정질 확인
(가) 선행발명 10의 도 3(a)는 선택발명 10의 코팅구조물에 대한 100㎚ 스케일
의 TEM 이미지와 선택영역의 전자회절(SAD) 패턴이다.
그런데 을 제3, 39, 41, 42, 55, 57, 6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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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AD 패턴에 의하여 결정자들 사이에 비정질층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선행발명 10의 도 3(a)의 SAD 패턴은 다결정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패턴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의 결정자들 사이에 비정질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며, 통상의 기술자도 선행발명 10의 도
3(a)를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인 E은, 395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에 간행
된 논문(을 제40호증)에서 선행발명 10의 도 3(a)와 동일 사진인 을 제40호증의 도
6(a)에 대하여 “도 6(a), (b)는, 가열 없이 Si 기판 상에 실온 성막된 PZT 후막의 열처
리 전후의 TEM 이미지이다. 막 안에 원료분말의 형태는 관찰되지 않고, 각각의 결정
은 서로 결합되어 치밀한 막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막 안에는 원료분말에 가까운 크
기의 결정자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HR TEM 이미지 또는 전자선 회절 이미지로부터
도 결정자 간, 입자 간에 아모포스층(비정질층)이나 상이한 모양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20nm 이하의 미세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도 6(a), (b)
의 출처가 선행발명 10임을 명시하였다(463면 좌측 아래로부터 3~13줄). 이에 의하더
라도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은 결정자들 사이의 계면에 비정질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인정된다[위 논문(을 제40호증) 역시 선행발명 10에 개시된 막 구조물의 물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것일 뿐 위 논문 자체를 395 특허발명에 대한 선행발명
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SAD 패턴으로는 결정자들 사이의 계면에 비정질층의 존재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8, 29,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AD는 직경이 100㎚

- 50 -

부터 수 ㎛에 이르는 평행 전자빔을 시료에 조사하여 해당 전자빔이 조사된 선택영역
에 존재하는 조직에 의해 회절된 전자빔의 회절상을 관측하는 방법이어서, 다결정 검
체의 경우 1개가 넘는 결정이 SAD 패턴에 기여한다면 분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개별 나노구조로부터 회절 정보를 얻기에 부적합하고, 개별 나노구조를 선택하여
SAD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개별 나노구조로부터 얻어지는 회절 정보의
S/N41)가 매우 작아서 측정 장비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노이즈에 묻혀 SAD 패턴을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E의 논문(을 제40호증)에 “결정자 간, 입자 간에 아모포스층(비정질
층)이나 상이한 모양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20nm 이하의 미세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10에서도 결정자 간에 비정
질층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SAD 패턴으로는 결정자들
사이의 계면에 비정질층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논문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
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TEM 이미지와 SAD 패턴을 통하여 결정자들 사이에 비정질
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인 E은, 위 논문(을 제40호증)에서 “전
자선 회절 이미지를 통해서도 결정자 간, 입자 간에 아모포스층(비정질층)이나 상이한

41) signal to noise의 줄임말로 노이즈에 대한 신호의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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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실온 세라믹 코팅을 위한 에어로졸 증착
법과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39호증)에서도 “TEM과 전자회절 이미
지에는 결정입자들의 경계에 비정질층이나 이질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
으며, ‘에어로졸 증착법에 의한 0.5Pb(Ni1/3Nb2/3)O3-0.15PbZrO3-0.35PbTiO3 후막을 위
한 파우더 준비’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55호증)에서도 “결정구조는 TEM 전자회절패턴
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 비정질상이 에어로졸 증착법을 사용한 거의 동일한 증착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PZT AD 막에서 관찰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AD 막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비정질상일 것이다. … 600℃에서 열처리 된 막의 전자회절 패턴이
그림 4(b)에서 보여진다. 그것은 단지 드바이(Debye) 링만을 보여준다: 할로(halo) 패턴
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증착된 그대로의 막의 비정질 상이 열처리 동안에
결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기재하고, ‘상온 충격 고체화 현상과 에어로졸 디
포지션에 의한 나노 결정 세라믹 막 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61호증)에서도
“PZT, α-Al2O3, (Ni, Zn)Fe3O4 등의 산화물 재료와 AlN, MgB2 등의 질화물, 붕화물 재
료를 AD법으로 석영 기판 상에 상온 형성한 막의 미세구조를 TEM(투과전자현미경)으
로 관찰한 결과를 도 4에 나타낸다. HR-TEM상이나 전자선회절상으로부터도 결정자
간, 입자 간에 어모퍼스층이나 상이한 모양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든 실온
에서 10~20nm 이하의 무배향 미세결정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성막체를 얻을 수 있었
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들은 TEM과 SAD 패턴에 의해서 결정자들 사이에
비정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41, 42, 57호증과 같은 서적에는 물질의 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SAD
패턴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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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95 특허발명의 복합구조물은 다결정이고 결정자들 사이의 계면에 유리층
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SAD 패턴이
정밀도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막 구조물 내에 비정질이 있는지, 결정자들 사
이의 계면에 유리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E이 위와 같이 여러 논문에서 결정자들 사이에 유리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
부를 SAD 패턴으로 알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2) PZT 구조물 내의 결정자 크기 분포가 동일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도 13과 선행발명 10의 도 5(■의 경우)에서 실온에서
증착된 PZT 막 구조물의 결정자 크기 분포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의 물성이 395 특허발명의 복합구조물의 물성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
므로, 결국 선행발명 1의 PZT 구조물의 결정의 입계에도 유리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도 13
(TEM 사진으로부터 측정된 구조물 중의
결정자의 크기의 분포도)

선행발명 10의 도 5
(열처리 온도에 대한
결정 크기 분포의 의존성)

바) 395 특허 제3항 발명과 선행발명 10의 대비
395 특허 제3항 발명은 앞서 본 구성요소 A-5 및 A-6의 수치 범위를 더욱 한
정한 것으로, 395 특허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A-7는 복합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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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nm 이상 100nm 이하’로 더욱 한정하고, 구성요소 A-8은 복합구조물의 치밀도를
‘95% 이상 100% 이하’로 더욱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0의 도 5 중 실온에서 증착된 막 구조물의 결정자 크기별 수치
와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도면 13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
명 10의 막 구조물 역시 구성요소 A-7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 10의 도 5에 의하더라도 실온에서 증착된 막 구조물의 결정자 중
크기가 20nm인 것이 대부분이고, 40nm인 것이 약간 있고, 그 이상의 크기의 결정자는
그 수가 극히 적은 점42)에다가, 선행발명 10에서 0.3㎛의 평균 입자직경을 가진 PZT
분말이 사용되었는데(5397면 우측 중단 2. 실험과정 첫 번째 문단), 선행발명 10에 “작
은 결정들의 크기는 도 1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초 분말의 결정 크기의 1/10
정도보다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5399면 우측 상단).”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은 최초 분말의 0.3㎛의 1/10 정도인 30nm보다 작게
파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이 구성요소 A-7을
충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의 치밀도는 95% 이상으로 구성
요소 A-8의 범위에 속하므로 선행발명 10은 구성요소 A-8도 충족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10은 395 특허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한 사항도 모두 충족한다.
사)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
(1) 원고는, 선행발명 10과 395 특허발명은 제막 공정이나 제막 메커니즘이 다르

42) 395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인 E의 다른 논문(을 제40호증)에서 선행발명 10의 도 3(a)와 동일 사진인 을 제40호증의
도 6(a)에 대하여 막 안에는 원료분말에 가까운 크기의 결정자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20nm 이하의 미세결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643면 좌측 하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은 평균 결정자의 크기가 40nm
이하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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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395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43)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0과 395 특허발명은 모두 ‘실온에서 취
성 미립자 재료를 반송 가스에 분산시켜 생성한 에어로졸을 기판에 고속으로 분사 충
돌시켜 기판에 막 구조물을 증착한다’는 점에서 제막 메커니즘이 사실상 동일하고, 다
만 395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사전에 원료 미립자에 변형을 가하는 공정’이 추가되었다
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95 특허발명의 설명의 도 13과 선행발명 10의 도 5
(■의 경우)에서 실온에서 증착된 PZT 구조물의 결정자 크기 분포가 동일한 점, 선행
발명 10의 막 구조물을 구성하는 결정도 최초 분말이 그 크기 1/10 정도로 파쇄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이 395
특허 제1항 및 제3항 발명에서 한정한 복합구조물의 물성을 모두 구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만으로 선행발명 10과 395 특허발명의 제막구조가 다르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발명 10에 “기판과 초미세 입자(UFP)들의 충돌에 의하여 운동에너지의 일
부가 국부적인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는 기판과 UFP 사이 및 UFP 입자 간의 결합을
증대시킨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바로 이어서 “그러나 실제 메커니즘은 아직 규
명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의 기재는 기존의 이론에 의하여 선
행발명 10의 제막 메커니즘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에다가, 앞서 395 특허발명의 신
규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10의 위와 같은 기재만
43) 정확히는 395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아래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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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행발명 10과 395 특허발명의 제막구조가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은 395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설령 선행발명 10의 기재에 의하여 395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A-3을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
행발명 10에는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의 증착법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
서는 이에 따라 395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선행발명 10의 막 구조물을 증착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395 특허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 10은 395 특허 제3항 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한 사항도 모두 포함
하고 있으므로, 395 특허 제3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 10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은 모두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이 395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A-2, A-3을 구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제품은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보호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
어 이에 기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피고의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을 생산․판
매․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의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각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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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95 특허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각 특허권의 침해
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
다.
나.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한 청구의 당부
1)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B-3 중 ‘평균 막 두께’의 기술적 의의 내지 산정방법
486 특허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B-3은 “기재 표면에 존재하는 막 형상 구조
물의 단부와,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상기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로서, 상기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
을 때의 상기 단부와 상기 최외부 사이의 거리가 상기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이다.
이러한 ‘평균 막 두께’의 기술적 의의 내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486 특허발명의 명
세서(갑 제4호증)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하 ‘486 특허발명의 설명’이라 한다)에는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막 두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막 형상 구조물의 형상이 원호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구조물의 ‘평균 막 두께’
는 그 원호를 포함하는 기재 상에서 막 두께가 제로로 되는 양 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
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을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44)
<44> 여기에서, 본원 명세서에 있어서 「평균 막 두께」란 기재(110)가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막 형
상 구조물(120)의 두께의 평균값을 말한다.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 예를 들면, 일련의 막 형상 구조물

44) 만약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평균 막 두께 산정방법은 실시례나 예시에 불과하여, 평균 막 두께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486 특허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더욱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
에서,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평균 막 두께 산정방법이 단순한 실시예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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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의 두께에 대해서 필요 충분한 점수를 계측하고, 계측한 값의 평균값으로부터 「평균 막 두께」
를 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형상 중 최장 라인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 예를 들면,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에 막 형상 구조물
(120)의 형상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그 사각형의 대각선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
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
다. 예를 들면,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에 막 형상 구조물(120)의 형상
이 원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원호를 포함하는 기재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 단
부를 제외하고 그 양 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
<45>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는 기재(110)와 막 형상 구조물(120)의 표면의 단차, 또는 단면 화
상에서 확인되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 등으로부터 구해진다. 또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
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X선, β선 등의 소위 투과형의 막후계, 정전 용량이나 와전류를 사용
한 막후계, 정전 용량이나 전기 저항을 사용한 막후계, 또는 자력을 사용한 전자식의 막후계 등으로
부터 구해진다.
<46> 또한, 막 형상 구조물(120)의 비중이 기지이며, 또한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면 정보를 산출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중량으로부터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하는 것도 가
능하다. 즉, 막 형상 구조물(120)의 중량과 막 형상 구조물(120)의 비중으로부터 막 형상 구조물
(120)의 체적을 산출하고, 기재(110)의 표면(111)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막 형상 구조물
(120)의 면적으로 막 형상 구조물(120)의 체적을 나눔으로써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할 수 있다.

나)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B-3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검토
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러한 구성요소 B-3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
고 직원인 Z(이하 ‘원고 직원’이라 한다)가 앞서 본 ‘원고 시료’의 본체 즉, 원고가
‘Lam Research’사로부터 입수하였다는 피고의 이트리아 코팅막 윈도우(이하 ‘원고 주
장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진술한 진술서(갑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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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를 제출하였다.45)
갑 제6호증의 4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인
윈도우는 지름이 약 50mm인 원반형으로 중앙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임이 인정
되고, 이는 앞서 본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서 말하는 ‘원호를 포함하는 기재’에 해당하
므로, 그 평균 막 두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호를 포함하는 기재상에서 막 두께가
제로로 되는 양 단부를 제외하고 그 양 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
을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직원은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을
절단하여 분석용 시편을 제작한 다음, 그 시편에 대하여 반사 분광 막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막 단부 방향으로 100점의 막 두께를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위
‘시편의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 직원이 486 특허발명의 설
명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의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 직원이 측정한 ‘시편’의 평균 막 두께가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의 평균 막 두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도면 B-4에서는 막 두께의 측정값들이 단부를 제외하고는 평
균 막 두께로 산정된 10.32㎛와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1심 감정결
과에서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인 원고 시료의 경우 막 구조물의 두께가 9.5~12㎛로
두께 간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측정되고, 피고 시료의 경우도 막 구조물의 두께가
5~7㎛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시편 상 막 구
조물의 평균 막 두께 및 단부와 최외부의 거리 등이 정확하게 측정된 것이라고 단정하
45) 피고는 갑 제8호증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B-3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제8호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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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특히 제1심 감정결과에서 원고 시료는 갑 제8호증의 시편과 동일한 원고 주
장 피고 실시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 두께 측정값이 크게 차이 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에 사용된 원고 시료와 피고 시료는 막
두께의 범위 자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막 두께가 모두 갑 제8호증에서
측정한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의 막 두께 범위나 제1심 감정결과의 원고 시료의 막
두께 범위와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B-3
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B-3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제품은 구성요소
B-3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등 참조), 특허권 침
해소송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물건(이하 ‘침해 물건’이라 한다)이 특
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갖추었는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 제품이라고 주장되는 물건(이하 ‘침해
물건’이라 한다)이 어떤 구성요소를 구비하였는지가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
이 되더라도(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참조)46), 이는 침해 물건이 구
46) 대법원 2004후905 판결은, 원고인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의 변론기
일에서 피고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들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
지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자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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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요소를 구비하였는지가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
지, 더 나아가 침해 물건의 어떤 구성요소가 이에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여 이를 구비하였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까지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침해 물건이 단순히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를 갖추
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침해 물건의 어떤 구성요소가 이에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여 이를 구비하였다는 취지로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심에서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
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제1심의 2016. 1. 27.자 제1회 변론기일의 진술, 2016. 2. 26.자 준비서
면 등을 통해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을 구비하였다고 인정
한 것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 제품이 구성요소 B-3과 관련
하여 갑 제8호증의 측정결과와 같은 물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가 제1심 감정결과가 회신된 이후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
소 B-3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이 2017. 9. 22.자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에게 피고 제품의 평균 막 두께
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감정할 것인지를 석명하기도 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에서 원고 시료와 피고 시료의 막 두께 측정값이 갑 제8호증의 막 두께

사안과 같이 소극적으로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가 없다고 하는 진술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에 대응하는 어떠한 구성요소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인 반면, 적극적으로 선행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를 구비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선행발명이 구비하는 어떤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이에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동일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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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과 다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 즉 피고 제품이 갑 제8호증의 측정결과와
같은 막 두께를 가진다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486 특허 관련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에서 원고 주장 피고 실시제품의
막 구조물 두께가 갑 제8호증의 486 특허 관련 분석결과상 막 구조물 두께와 달리 나
왔을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486 특허 관련 분석결과의 평균 막 두께가 486 특허
발명의 설명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
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을 구
비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더 나아가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다
른 구성요소를 구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특히 구성요소 B-3)가 명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
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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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한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
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
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청
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
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
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
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소 B-3 중 ‘평균 막 두께’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
(1)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평균 막 두께」란 기재(110)가 접합해서 이루어
지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의 평균값을 말한다. 막 형상 구조물(120)의 두께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
다.”라고 기재된 점을 참작하면, 구성요소 B-3의 ‘평균 막 두께’는 일응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산출된 평균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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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바와 같이 ‘평균 막 두께’는 ‘막 형상 구조물의 중량과 막 형상 구조물의 비중
으로부터 막 형상 구조물의 체적을 산출하고, 기재의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막 형상 구조물의 면적으로 막 형상 구조물(120)의 체적을 나눔으로써 산출’한다
면(문단번호 <46>) 절대값으로서 ‘평균 막 두께’가 산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486 특허발명의 막 형상 구조물, 즉 에어
로졸 증착법에 의하여 증착된 막 구조물이 적용되는 기재의 형상이 다종다양하므로,
실제의 막 구조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일한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486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한 실시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서는 ‘평균
막 두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측정방법이나 측정위치에 따라 평균 막 두께값이 달리 산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어느 값을 평균 막 두께값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을 제1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86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F는 사각형의 막 구조물에 대해서 두 개의
대각선별로 평균 막 두께값을 산정한 다음 각 평균 막 두께값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최
종적인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평균 막 두께 산정방법은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사각형의 막 구
조물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각선 상에 있어서 막 두께가 제로가 되는 양단부
를 제외하고 그 양단부 사이를 균등 간격으로 100점을 계측한 값의 평균값을 「평균
막 두께」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사각형 막 구조물의 경우
대각선 별로 평균 막 두께값이 달리 산출될 수 있으며, F가 위와 같이 486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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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기재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486 특허발명의 막 형상 구조물은 기재의 형상에 제한 없
이 다종다양한 기재 적용되는데, 486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다
종다양한 기재에 증착된 막 구조물의 단일한 평균 막두께를 산정할 방법을 알 수도 없
다[단일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한 ‘평균 막 두께’를 산정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물건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일의
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이 특정되고 그 측정방법에 의하여 단일한 평균 막
두께가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65 -

이상에서 본 점들에다가,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은 ‘막 형상 구조물
의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최외부로
하고, 그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가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
으로 한정한 것이어서 막 형상 구조물의 평균 막 두께의 값이 측정방법이나 측정위치
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막 형상 구조물이 486 특허 제1항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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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47) 평균 막 두께의 값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보태어 보면, 평균 막 두께의 값의
산정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소 B-3의 기술적 범위 내지 한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구성요소 B-3은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성요소 B-3 중 ‘최외부’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
(1)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와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최외부’에 관
하여 ‘특정 단부’를 기준으로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
는 부분 중에서 그 특정 단부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최외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을 뿐이다. 한편 486 특허발명의 설명의 도 3에
는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외부(125)를 특정
하는 법을 도시하였으나, 486 특허발명의 설명
의 아래와 같은 기재를 참작하면, 이는 특정 단
부의 특정 방향의 단면을 기준으로 그 단면 내

[도 3]

에서 최외부를 특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43>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막 형상 구조물(120)의 단부의 근방을 확대해 보면 막 형상 구조물
(120)의 표면(상면)은 평탄이 아니라 요철 형상을 갖는다. 그리고 막 형상 구조물(120)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t)와 같아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막 형상 구조물(120)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t)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하는 점[단부(121)에 가장 가까운 점]을
최외부(125)로 한다.

(2) 그런데 하나의 단부는 무수한 단면을 가지므로, 486 특허발명의 설명의 위

47) 이러한 이유로 수치한정발명이나 파라미터발명은 그 수치나 파라미터의 측정방법이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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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기재와 도면만으로는 하나의 단부로부터 어느 방향의 단면을 기준으로 최외부
를 정하는 것인지, 즉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를 어느 단면의 최외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막 단부의 접선에 수직인 방향에서 단면을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단면을 선정하여 최외부를 특정’하거나 ‘㉡ 막 형상 구조물을 평균
막 두께로 쳐낸 다음, 각 단부에서 가장 가까운 최외부를 그 단부의 최외부로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정 방법들은 486 특허발명의 설명에 전혀 기재되지 아
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정 방법들이 통상의 기술자에 자명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정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특정 방법
에 따라 특정 단부에 대한 최외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특정 단부
에 대한 최외부가 하나로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에서 본 점들에다가, 특정 방법에 따라 특정 단부에 대한 최외부가 달
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정 단부와 최외부의 거리도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단부와
최외부의 거리의 평균 막 두께에 대한 배율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막 형상
구조물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최
외부가 486 특허 제1항 발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보태어 보면, 최외
부의 특정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소 B-3의 기술적 범위 내지 한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구성요소 B-3은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은 ‘발명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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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하므로, 486 특허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출원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486 특허 제1항 발명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이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B-3을 구
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제품은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486 특허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출
원된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에 기
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피고의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을 생산․판
매․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의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특허권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결국, 원고의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
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한 각 청구에 해당하는 본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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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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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 피고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아래 사진과
같은 원반 형상의 기재(基材) 위에 이트리아를 코팅한 것(단, 아래 사진에 표시된
직경, 외경, 기재의 재질에 한정되지 않음).

2. 피고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이며,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며,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
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에 먹어 들어간 앵커
(anchor)부로 되어 있고,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 이상 500㎚ 이하이
고,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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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를 포함하는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구조물이며,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며,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
하지 않고,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에 먹어 들어간 앵커
(anchor)부로 되어 있고,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의 크기가 5㎚ 이상 100㎚ 이하
이고, 치밀도가 95％ 이상 10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을 갖는 것.
4. 피고가 코팅 또는 양도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사용되는 윈도우로서, 기재와, 세라
믹스의 취성 재료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산시킨 에어로졸을 상기 기재에 충돌시켜
서 상기 기재의 표면에 형성되고, 상기 충돌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취성 재료 미립
자의 구성 재료를 포함하는 막 형상 구조물을 구비하고,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단
부이며 상기 표면에 존재하는 단부와, 상기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그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상기 단부에 가장 가까운 최외부 사이의 거리이며 상
기 표면에 대해 수직으로 보았을 때의 상기 단부와 상기 최외부 사이의 거리는, 상
기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구조물을 갖
는 것.
5. 제1항의 윈도우에 있어서 제품번호가 “SM”으로 시작하는 윈도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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