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 종속항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항 – 독립항, 제5항 내지 제10항 – 종속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 청구항 4항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방식 BUT 종속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설명 없음  

 

2. 쟁점 – 종속항 제5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3. 특허심판원 심결 –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 각



하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결취소  

(1)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

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

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

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

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