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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301,449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부
터, 나머지 233,301,349원에 대하여는 2018. 4. 4.부터, 각 2020. 9. 18.까지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15,206,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4.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100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29,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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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887,592,694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로부터 가지급물 반
환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직무발명신고
1) 피고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 5.경까지 피고 반도체연구소의 공정개발팀에서 수석연구원
으로 근무하다가 2014. 8.경 퇴사하였다.
2) 위 공정개발팀에서는 2005년경부터 VNAND 플래시 메모리(Vertical NAND Flash
Memory) 소자1)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 공정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하던 D은 2007. 7.경 피고에게, 발명자를 원고와 D의 2인으로 하고, 발명의 명칭을
‘Vertical String을 이용한 Stack Flash Memory 형성 방법’으로 하며, 별지1과 같은 내
1) ①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소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계속하여 유지
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이고, ② 플래시 메모리 소자 중에서 여러 개의 셀 트랜지스터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스트링(string)을 이루고 이 스트링들이 비트 라인(bit line)과 접지 라인(ground line)
사이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소자이며, ③ NAND형 플래
시 메모리 소자 중에서 셀 트랜지스터들을 수직 방향으로 적층함으로써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VNAND(Vertical 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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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담긴 직무발명 신고서(을 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위 신고서에 따른 발명을 이
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 피고는 2007. 7. 30.경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
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미국특허출원
피고는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2)
1) 발명의 명칭: Vertical-Type Non-Volatile Memory Devices(수직타입 비휘발성 메
모리 소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8. 6./ 2013. 7. 23./ US 8,492,828
3) 발명자: 원고, D
4) 특허권자: 피고
5) 청구범위3)
【청구항 1】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수의 층간 절연막(interlayer dielectric layer)4),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과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 구비되는 복수의 게이트 패턴
(gate pattern)5), 복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수의 게이트 패턴을 통과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채널(vertical channel)6),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gate insulating layer) 및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blocking
layer)7)을 포함하고, 상기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은 게이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2) 갑 제5호증이 그 등록특허공보이다.
3)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도면 2를 함께 본다(도면에 부기된 도면부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4) 적층된 셀 트랜지스터 사이의 신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막
5) 각 셀 트랜지스터의 전하저장막(전하가 저장되는 막)의 전하 저장 여부를 조절하기 위한 컨트롤 전압
이 인가되는 부분(control gate)
6) 채널(channel): 제어 전압이 인가되는 컨트롤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서 있는 전류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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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
는 첫 번째 부분(first portion),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
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second portion), 그리고 게이
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도면 2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third porti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semiconductor device, 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1】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수의 층간 절연막,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
과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 구비되는 복수의 게이트 패턴, 복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
수의 게이트 패턴을 통과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채널,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
및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을 포함하고, 블로킹 막은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패턴의 3면(three sides)을 둘러
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이하 ‘제1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10, 12~20】각 기재 생략
다. 피고 제품의 생산
1) 피고는 2013년경 세계 최초로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의 3D VNAND 제품(이하

7) 전하저장막과 컨트롤 게이트 사이의 절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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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2019. 7. 10.자 변론자료 19면에서 발췌

2)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판매하여 올린 매출
액은 합계 7,221,690,830,000원에 이른다.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9, 34, 35, 40호증, 을 제1, 2, 11, 19, 79
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주장요지 및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다는 점
과 자신과 D을 발명자로 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통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한 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8) 이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당심 제1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위 매출액수는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 22,853,452,000,000원(갑 제35호증)에다 그중에서
미국 지역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31.6%(을 제19호증)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원 미만 버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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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특허권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하에서 보상금청구권 발생여부와 관련한 위 2가지 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
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
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
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효
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
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20, 36, 51호증, 을 제6~10,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
증의 일부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팀에서 앞서 본 것처럼 V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무렵 위 공정개발팀 수석연구원인 원고와 연구원 D은 ‘3D
memory Stack’라는 연구파트에 속해 있었는데, 위 연구파트는 구성원이 8인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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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규모였고 수석연구원 원고가 그 책임자였다. 당시 원고는 약 11년에 걸친 반도체
공정과 관련한 국내외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D은 약 4년의 동종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은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2007. 6. 12.부터 2007. 6.
14.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EEE(전기전자학회) 주최의 학회(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D의 위 학회 참석은 원고와 D 등이 공저한 ‘LEG Technology for High Density 3-D
Stacked Memory with High Productivity’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6호증, 이하 ‘LEG 논
문’이라 한다)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LEG 논문은 그 제목에서 보듯이 메모리 적
층 구조에 LEG(Laser-induced Epitaxial Growth) 공정9)을 도입하는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다.10)
다) D은 위 학회에서 일본 주식회사 E 소속 연구원들이 작성한 ‘Bit Cost Scalable
Technology with Punch and Plug Process for Ultra High Density Flash Memory’라
는 제목의 논문(을 제8호증, 이하 ‘E 논문’이라 한다)을 접하게 되었다. E 논문은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직 채널의 주위
로 전하저장층11)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3D VNAND에 관한 기술을 소개하는 논문
이었고, 위와 같은 기술은 당시까지 업계에 알려져 있던 종래기술 즉 수평 형태의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기술과 구별되는 것이었다(E 논문에 개

9) 채널 영역의 폴리실리콘(다결정 실리콘)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단결정(single crystal, 결정 전체가
일정한 결정축을 따라 규칙적으로 생성된 것) 실리콘으로 변환시키는 공정
10) 2009년경 피고 측이 발표한 3D VNAND에 관한 논문인 ‘Vertical Cell Array using TCAT(Terabit
Cell Array Transistor) Technology for Ultra High Density NAND Flash Memory’라는 제목의 논문(갑
제20호증)에도 원고와 D이 그 공저자에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위 ‘TCAT’이라는 용어가 자신에 의하
여 창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이하에서 전하저장막 자체와 용어상 구별하기 위하여, 터널산화막(채널과 전하저장막 사이의 절연
층),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으로 이루어진 전체구성을 이하 ‘전하저장층’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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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위와 같은 기술내용을 이하 ‘E
BiCS 방식’이라 한다).
라) 학회에서 돌아온 D은 2007. 6.
16. 곧바로 원고에게 E BiCS 방식이 소
개된 E 논문을 접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직무
발명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E BiCS 방식(을 제8호증 중 발췌)

그에 따라 E BiCS 방식에다 원고와 D이 공저한 LEG 논문에서 소개한 바 있는 LEG
공정에 관한 기술 등을 개선책으로서 접목하여 메모리 소자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착상에 기초한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고, D은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2007. 7.경 피고에 이를 제출하
였다.
마)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는 2007. 6. 23.자 원고의 ‘동료검토’를 거쳤다. 그런데
원고가 한 위 동료검토의 내용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서 제안하는 구조 및 공정 방법
은 Vertical String을 이용한 Stack Flash Device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반도
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Oxide/ Nitride/ SiGe/ Nitride/ Oxide/ Nitride/ SiGe/
Nitride/ Oxide의 순으로 복합 층 형성 후 LEG에 의해 단결정 Vertical Pillar를 드러낸
후, Plasma doping 방식으로 Channel 영역을 Doping한다. Charge Trap Layer를 형
성하기 위해서 Thermal Tunnel Oxide 및 Nitride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 ‘발명의 요약(Abstract)’이라는 항목으로 그
대로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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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07. 7. 30.경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다음, 2008. 1.경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보상금의 명목으로 원고
에게 150,000원을, D에게 3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지급액은 원고의 발명자 지
분율 30% 및 D의 발명자 지분율 70%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었고, 이러한 발명자 지
분율은 D이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고내역에 기재한 수치와 일
치하는 것이었다.
3) 판단
가) 무엇보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E BiCS 방식에서 그 발명의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이 원고에게 E BiCS 방식에 관해 보고할 당시 피고의 공정개발팀에
서는 VNAND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수석연구원인 원고
나 연구원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연구진행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VNAND 방식에 속하
는 것으로서 새롭게 제시된 기술인 E BiCS 방식에서 어떠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E BiCS 방식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
인지 등을 모색하려 하였을 것임은 넉넉하게 추단된다.
나) 그런데 원고에 비하여 실무경력이 짧은 D이 원고의 2007. 6. 23.자 동료검토가
있기까지 약 1주일에 그치는 기간 내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아니한 채 혼
자만의 능력으로, E BiCS 방식에다 피고 측의 LEG 공정 기술 등을 접목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독자적으로 구체화하여 완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오히려 ① E BiCS 방식에 접목하려 하였던 피고 측의 LEG 공정 기술은
원고가 공저자로 있는 LEG 논문에 담겨있는 기술이었던 점, ② LEG 논문의 다른 공
저자인 D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신고하였던 점, ③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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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금 액수는 D이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 당시 제시한 발명자 지분율을 그대로
따라 결정되었던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이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건 직무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피고의 내부적 확인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게 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기여정도를 차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에 기여한 바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⑤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신고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의 동료검토 내용이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
중 발명의 요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원고가 단순히 이 사
건 직무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파트 책임자로
서 D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
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 한편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2호증(D 작성 진술서) 중 위에서 증거로 채택한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부분을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발명내용을 설명하며 특허명세서를 검토하는 과정은 모두 원고의 관여 없이 D에 의해
서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을 제
2호증의 위 나머지 기재부분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7. 6. 23.자로 동료검토를 수행하였던바, 그렇다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그 신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위 나머지 기재부분은 이러한 사정에
어긋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신고서가 2007. 6. 23.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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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은 위 일자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오히려 을 제11호증(직무발명신고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신고
에 대하여 피고 내부절차에서 “J 2007-07-1195”라는 신고 ID가 부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2007-07’라는 부분은 2007. 7.경이라는 신고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이러한 점도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신고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앞서 본 것처럼
2007. 7.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④ 더욱이 을 제
2호증의 위 나머지 기재부분은 이 사건 직무발명이 완성된 이후 약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D이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으로 밝힌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을 제12, 13,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07.
10.경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에
발명자로서 그 대리인 측과 면담을 하였고, 또한 같은 취지의 미국특허 출원을 위한
업무협의 자리에도 발명자로서 참석하였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특허출원 관련 업무협
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직무발
명이 완성된 이후에 있었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허출원 업무협의 과정에
발명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서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마) 이상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발명자 명단에 넣도록 요구하였을 뿐이라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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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피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원고가 수석연구원으로서 구체적인 조
언․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요컨대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원고는 그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D과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
으로서 D과 함께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특허권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의 기재․도시에 의한 기술내용과 그 기술적 의의를 살
펴본 후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위 기술적 의의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
허권을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신고서의 분석
가) 해결과제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을 제1호증의 1)에는 ‘Channel 영역은 Poly-silicon으로
형성되므로 Cell Current 및 산포 열화가 예상된다. 또한 Tunnel Oxide가 CVD 방식으
로 형성되므로 Endurance 특성의 열화가 예상된다.’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는 채널
영역을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하는 경우 산포(散布) 불량 즉 전기적 특성이 고르지 못하
게 되는 문제점과 터널산화막(Tunnel Oxide)을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12) 공정으로 형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자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나) 해결수단
위 신고서에는 ‘본 발명에서 LEG로 인한 단결정 형성 및 SiGe의 선택적 Etch 특성
12) 피복하는 기판 상에 원료 가스를 흘리고 외부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원료 가스를 분해하여 기상반
응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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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는 ① LEG 공정에 의한 단결정 채널의 형성
및 ② 희생층(SiGe13))의 ‘선택적 에칭(etching)’이라는 2가지 기술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위 ②의 해결수단은, 위 신고서 중 ‘발명의 요약(Abstract)’ 부분
의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Oxide/ Nitride/ SiGe/ Nitride/ Oxide/
Nitride/ SiGe/ Nitride/ Oxide의 순으로 복합 층 형성 후 LEG에 의해 단결정 Vertical
Pillar를 드러낸 후, Plasma doping 방식으로 Channel 영역을 Doping한다. Charge
Trap Layer를 형성하기 위해서 Thermal Tunnel Oxide 및 Nitride로 실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라는 기재로써, 희생층(SiGe)과 층간 절연층(Oxide, Nitride)이 반복하여
적층된 복합체로부터 선택적 에칭으로 희생층을 제거한 공간에 셀 구성요소를 도입한
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위 ②의 기술수단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직무발명이 3D VNAND에서 이른바 ‘Gate Last’ 방식을 채택함에 따른 것이
다.
다) 실시형태
위 신고서에 구체적인 실시형태로 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판 위에 희생층과 절연층을 반복하여 적층한 후 채널을 형성할 영역을 에칭
한다(도면 중 <ONO/ SiGe Stack 형성> 및 <Etch> 참조, 그 에칭에 따른 개구부를 이
하 ‘제1 개구부’라 한다).
(2) 제1 개구부에 스페이서(Oxide Inner Spacer) 증착 및 LEG 공정을 적용하여 단
결정 채널을 형성한다(도면 중 <Oxide Inner Spacer> ~ <LEG> 참조).
(3) 희생층을 선택적으로(Selective) 에칭하여 제거하고(도면 중 <SiGe Selective

13) SiGe(silicon germanium): 식각에 의하여 제거될 희생층을 구성하는 적층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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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 참조, 그 에칭에 따른 개구부를 이하 ‘제2 개구부’라 한다), 제2 개구부에 채널
을 노출시킨다(도면 중 <Oxide Etch> 참조).

(4) 제2 개구부에 노출된 채널 부분을 P형 반도체로 도핑한 후(도면 중 <P type
Doping: PLAD> 참조) 전하저장막과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을 포함하는 전하저장층
을 형성한다(도면 중 <Trap Layer Formation> 참조).
(5) 제2 개구부를 게이트 재료(Gate Poly)로 채운 후 다시 일부분을 에칭하고 산화
물을 채운다(도면 중 <Gate Poly Depo.> ~ <Oxide Dep. & CMP> 참조).
2)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적 의의
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출발점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는 앞서 본 것처럼 LEG 공정에 의해 단결정 채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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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열산화 공정을 통해 터널산화막을 형성한다는 기술수단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
고, 위 기술수단은 수직 채널을 폴리실리콘으로 하고 터널산화막은 화학기상증착(CVD)
공정으로 형성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적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위와 같은 출발점에서 전개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나) E BiCS 방식과의 차이점(즉 Gate Last 방식의 채택)
앞서 든 증거들에다 을 제3, 4, 76, 8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송윤흡의 증
언을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E BiCS 방식은 게이트 전극층을 먼저 적층한 후 채널 홀을 수직으로 에칭하여
그 내부에 블로킹 막, 전하저장막 및 터
널산화막으로 이루어지는 전하저장층을
형성한 다음, 그에 이어 수직 채널을 형
성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내용의 E BiCS 방식에서는 게이트 전극
층이 에칭(식각)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
져 게이트 전극으로 사용된다.

E BiCS 방식(을 제8호증 중 발췌)

(2)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서는 절연층(Oxide, Nitride)과 희생층(SiGe)을
교대로 적층한 후, 채널 홀을 수직으로 에칭하여 그 내부에 수직 채널을 먼저 형성하
고, 이어서 희생층을 에칭하여 그 자리에 전하저장층을 형성한 후 폴리실리콘으로 게
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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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정

(3) E BiCS 방식과 이 사건 직무발명은 수직으로 형성된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
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3D VNAND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양자는 위에서 보듯이 제조공정의 순서와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방
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즉 ① E BiCS 방식은 게이트 전극이 먼저 형성되는 이른바 ‘Gate Fir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으로써, 처음에 적층했던 게이트 전극층이 수직 채널이 형성된 이
후에도 그대로 남아 게이트 전극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삼고 있다.
②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은 게이트 전극이 나중에 형성되는 이른바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으로써, 수직 채널의 형성 이후 희생층이 에칭된 부
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삼는 것이다(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
서에 위와 같은 Gate Last 방식에 관한 기재․도시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
이에 다툼도 없다).
다) 전하저장층의 형성방식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아울러 알 수 있다. 즉 전하저장층이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blocking layer)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이 사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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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발명 당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의 동기가 된 E BiCS 방식은
메모리 셀이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던 SONOS14) 계열의 게이트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SONOS 계열의 게이트는 전하저장층이 블로킹 막, 전하저장
막, 터널산화막을 차례대로 증착하여 형성되는 구조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피고
가 보유하고 있던 CTF(Charge Trap Flash) 기술도 SONOS 계열 게이트의 일종으로서,
전하저장층이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의 순서대로 적층되면서 형성되는
방식이다15).
(2)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 중 ‘Abstract(발명의 요약)’ 부분에

‘Charge Trap

Layer를 형성하기 위해서 Thermal Tunnel Oxide 및 Nitride로 실시한다.’라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는 열산화 공정에 의한 터널산화막(Thermal Tunnel Oxide)을 형성한
다는 기술내용과 전하저장막을 질화물(Nitride)로 형성한다는 기술내용을 함께 개시하
고 있는 것인데, 후자의 기술내용은 전하저장막으로 질화물이 사용되는 피고의 위
CTF 방식과 그대로 일치한다.
(3) 비록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 전하저장층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공정들에
대하여 그 직접적인 기재․도시가 부족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에서도 그 전하저장층은 열산화 공정으로 형성한 터널산화막에 전하
저장막과 블로킹 막을 차례대로 적층하여 전하저장층을 형성한다는 기술내용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직무발명은 전하저장층이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의 순서로 증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그 기술내용으로
14) SONOS(silicon-oxide-nitride-oxide-silicon): MOSFET의 단면 구조를 의미하고, 이는 EEPROM, 플래
시 메모리 등에 적용되며, 전하저장막으로 질화물(nitride)을 사용한다.
15) 이 법원 증인 송윤흡도 피고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CTF 방식에 관한 기술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녹취서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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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의 형상
(1) 이 사건 직무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게이트 전극이 나중에 형성되는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에 따라 수직 채널의 형성 이후 희생층이 에칭된 부
분에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직무
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희생층과 절연층을 반복 적층한 후 제1 개구부
내에 수직 채널을 만들고 제2 개구부를 통해 희생층을 선택적으로 에
칭하여 제거하고 난 자리에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희생층이 제거되어 노출
되는 수직 채널의 단면과 절연층 상하부의 단면에 의해 ‘ㄷ’자 형상이
형성되게 된다.
(2) 이 사건 직무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희생층이 제거된 위와 같은 ‘ㄷ’자 형상
자리에 전하저장막이나 블로킹 막 등의 전하저장층을 형성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한
다. 비록 그 신고서에 희생층을 제거하고 전하저장층을 형성한 다음 게이트 전극층을
형성하기까지 사이에 별도의 에칭이나 증착 등에
관한 추가적 공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희생층을 제거한 ‘ㄷ’자 형상 자리에 화학기상증착
(CVD) 공정으로 전하저장막이나 블로킹 막을 형
성하는 이상 그 블로킹 막 등의 형상은 게이트 전

2018. 10. 8.자 원고 참고서면 중 발췌

극(게이트 패턴)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은 블
로킹 막이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그 기술내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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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와 대비하여 볼 때 E BiCS 방식은 앞서 본 것처럼 게이트 전극이 먼저 형성
되는 이른바 ‘Gate Fir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으로써 처음에 적층했던 게이트
전극층이 수직 채널이 형성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게이트 전극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층
체에 수직 공간(etch hole)을 형성한 후
블로킹 막, 전하저장막, 터널산화막, 채
널의 순서로 셀의 구성요소를 도입하게
되므로, 블로킹 막이 ‘I’자 형상으로 형성
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직무발명과 차
E BiCS 방식(을 제8호증 중 발췌)

이를 보인다.
마) 게이트 물질의 가공․변경

(1)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는 게이트 전극의 소재로 폴리실리콘이 개시되어
있고, 게이트 전극을 위와 다른 물질로 형성할 수 있다는 등의 기술내용에 대하여 명
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아래 (2)항과 같은 기술상식의 점들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이 포함하고 있는 게이트 물질에 관한 기술내용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다음의 내용들이 널리 알려
진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점을 아울러 알 수 있다. 즉 ① 셀을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는
경우 각각의 셀과 회로기판 사이의 저항 값 차이로 인하여 전류의 산포(散布)가 불량
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적층된 셀들은 동작 특성이 균일하게 구현되기 어렵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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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는 작용은 적층된 셀의 입체구조 외벽에 형성되는 드라이
버 회로가 담당하는데, 이 드라이버 회로로부터 하나의 스트링으로 연결된 각 셀의 게
이트까지의 거리는 차이가 있게 되고, 그 차이는 셀을 동작시키기 위해 인가하는 전압
이 셀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를 초래하며, 그에 따라 하나의 스트링에 연결된 셀을 동
시에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그런데 게이트 물질을 메탈(금속성 재료)로 대체
하거나 이로써 표면처리(Metal Silicide의 형성)를 하는 경우 게이트의 저항을 낮출 수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한 정도로 해결하고 월등한 소자 성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③ 이러한 금속 게이트의 형성 자체는 일반적으로 Gate First 방식과 Gate
Last 방식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실현되어 왔으나, Gate First 방식에 의할 경우 금속
성 재료를 에칭(식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의 게이
트 스택의 완전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어 왔다.
(3) 위와 같은 기술상식의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E BiCS 방식
은 최초 적층 물질(폴리실리콘)을 게이트 물질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금속 게이트의 도
입을 위해 금속 물질을 적층할 경우 위와 같은 금속 층을 에칭(식각)하는 데에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직 채널 영역을 형성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앞서 본 것처럼 2009년경 피고 측이 발표한 3D VNAND에 관한 논
문인 ‘Vertical Cell Array using TCAT(Terabit Cell Array Transistor) Technology for
Ultra High Density NAND Flash Memory’라는 제목의 논문(갑 제20호증)에서도 E
BiCS 방식과 같은 구조에서 금속 게이트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금속 및 산화물
의 적층체를 동시에 에칭(식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요컨대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방식인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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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AND에서 반도체층을 적층한 다음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그 적층체를 수직으로 에
칭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메탈(금속성 재료)로 된
층의 에칭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상, E BiCS 방식에서 채택하는 Gate First 방식에서는
그 게이트 물질을 메탈(금속성 재료)로 ‘가공’하기가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고, 또한 E
BiCS 방식에서 채택하는 Gate First 방식에서는 최초 적층 물질(폴리실리콘)을 게이트
물질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게이트 물질을 ‘변경’한다는 기술내용 자체가 도입
될 여지도 없다.
(5)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은 E BiCS 방식과는 달리 절연층과 희생층의 적
층체를 공정의 시작점으로 삼아 채널 형성을 위한 개구부 이외에 또 다른 개구부를 통
해 희생층을 선택적 에칭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게이트를 나중에 형성하는 것이므
로, 게이트 재료의 가공․변경이 용이하고 그러한 게이트 재료의 가공․변경에 따라
금속 게이트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직무
발명은 위와 같이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방식인
3D VNAND에서 Gate Last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도출되는 작용효과로서, 게이트 전
극을 폴리실리콘과는 다른 금속성 재료로 변경하여 메탈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술내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검토결과의 정리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먼저 이 사건 직무발명은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
성되는 3D VNAND에 관한 발명으로서, 메모리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 LEG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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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단결정 수직 채널 및 열산화 공정에 의한 터널산화막을 포함하는 3D VNAND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공정상 Gate Last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로부터 주
요한 기술적 특징들이 도출된다. 즉 이 사건 직무발명은 수직 채널의 형성 후 희생층
이 식각된 부분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내용으로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으로써, ① 그러한 게이트 전극의 형성 과정에서 블로킹 막을 게
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한다는 기술내용을 담고 있고, ② 위와 같
은 Gate Last 방식의 채택에 따라 게이트 전극 재료를 가공․변경하여 메탈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사)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Gate Last 방식이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널리 알려진 공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Gate Last 방식의 채택에 따라 ‘ㄷ’자 형상으로 블로킹 막
이 형성된다는 기술내용도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피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
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그 기술적 의의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내용을 분해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무엇이 공지된 기술이었는지 또는 무엇이 피고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에 불과한지 등을
가리기보다는, 위 기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이 일체의 발명으
로서 구현하는 기술사상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사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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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직무발명이 전체 발명으로서 가지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에 직접적인 고려사
항이 되기 어렵다.
(2) 더욱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서 채택된 Gate Last 방식이 이 사건 직무발명 이
전에 널리 알려진 공지기술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게이트 영역과
채널 영역이 형성되는 선후관계에 따라 Gate First 방식과 Gate Last 방식으로 크게
분류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Gate Last 방식이라는 기술 자체는 Gate First 방식과 마찬
가지로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공지된 기술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직무발명이 E BiCS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3D VNAND에 관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수평 형태의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것이
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은 단순히 게이트 영역이 채널 영역보다 뒤에 형성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종래의 공지된 Gate Last 방식을 채택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위 ㈏항과 같이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3D
VNAND 구조에다 게이트 전극이 나중에 형성되는 Gate Last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이 수직의 채널을 형성한 이후에 희생층이 식각된 부분에 게이트 전극
을 형성한다는 기술내용을 의미하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Gate Last 방식은 단순히 게
이트 영역이 채널 영역보다 뒤에 형성된다는 기술내용을 의미하는 종래의 Gat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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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직무발명의 Gate Last 방식까지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일반적인 Gate Last 방식의 기술내용으로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
런 자료가 없다.
(3) 또한 Gate Last 방식 채택에 따라 ‘ㄷ’자 형상으로 블로킹 막이 형성된다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내용이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피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
허기술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지적하는 피고의 기존 특허기술은, 피고가 2007. 3. 27. 출원하여
2008. 8. 27. 등록받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발명의 등록특허
공보(을 제16호증, 등록번호 제855990호)에 게재된 것(이하 ’990 특허발명‘이라 한다)이
다.
㈏ 살피건대 990 특허발명은, 제1
반도체 층(120) 및 제2 반도체 층(115)을
’ㄴ‘자 형상으로 반복하여 적층하고, 제2
반도체 층(115)의 일부를 식각하여 트렌
치를 형성하여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
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게이트 전극
을 나중에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는 990 특

990 특허발명의 도면 1

허발명이 Gate La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피
고 사이에 다툼도 없다), 또한 990 특허발명의 도면에도 이 사건 직무발명처럼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저장층)과 블로킹 막(절연층) 등이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990 특허발명은 제1 반도체 층(120)과 제2 반도체 층(115)이 ’ㄴ‘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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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반복하여 적층된 상태에서
제1 반도체 층(120)과 식각되고 남
은 제2 반도체 층(115) 부분이 수직
방향의 채널로서 기능하는 것을 기
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처럼 채널 영역을 통해 수
990 특허발명의 도면 2

직 채널을 일체로 형성하고 그 수

직 채널에 전하저장층을 형성한 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방식의 3D VNAND와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 따라서 990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이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이 도시되
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처럼 수직 채널의 형성 후 희생층이 식각된
부분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내용으로 Gate Last 방식을 3D VNAND
에 채택함에 따라 그러한 게이트 전극의 형성 과정에서 블로킹 막이 게이트 전극을 둘
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된다는 기술내용까지, 990 특허발명에 이미 개시된 것으로
서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피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것이다.
㈒ 덧붙여 보건대 이 사건 직무발명에는 앞서 본 것처럼 수평의 절연층과 희생층
을 반복 적층하고 선택적 에칭으로 희생층을 제거한다는 구체적 기술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대비하여 볼 때 990 특허발명에서는 제2 반도체층(115)의 일부를 남기도록
선택적으로 식각(에칭)하는 것은 각 위치마다 에칭 용액에 노출되는 정도와 시간의 차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990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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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층(115)의 일부를 균일하게 식각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그 수직 채널의 형성을 포함한 990 특허발명의 전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밖에 990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제품의
양산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직무발명과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대비
가) 공정순서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주요 공정순
서별 기술내용은 이 사건 직무발명의 대응하는 기술내용과 일치하므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결국 이 사건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수직 채널의 형성 후 희생층이 식각
된 부분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내용으로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

제1항․제11항 특허발명

이 사건 직무발명
-

Oxide/

Nitride/

SiGe/

Nitride/ - 기판(200) 위에 실리콘 산화물로 이루어진

Oxide/ Nitride/ SiGe/ Nitride/ Oxide의 최하부 절연막(202a), 실리콘 질화물로 이루
순으로 적층

어진 상부 층간절연막(202b), 폴리실리콘 게
르마늄의 희생막(212, 214, 216, 218 …),

1

실리콘 질화물의 하부 절연막(204a, 206a,
208a), 실리콘 산화물의 중간 절연막(204b,
206b, 208b), 실리콘 질화물의 상부 절연막
(204c,
- 제1 개구부 에칭

2

206c,

208c)로

구성됨

[13칼럼

33~54행]
- 제1 개구부(first opening, 220) 형성 [13칼
럼 64행 ~ 14칼럼 3행]

- 27 -

- 실리콘 산화물 스페이서 형성

- 실리콘 산화물 스페이서(238) 형성 [14칼럼
4~13행]

3

- N형 불순물이 도핑된 수직 채널 형성
4

- 제1 개구부에 N형 불순물이 도핑된 제1
폴리실리콘막(228) 또는 제1 비정질 실리콘
막(238) 형성 [14칼럼 14~24행]

- 28 -

- LEG로 단결정화

- LEG 공정으로 단결정화 [14칼럼 25~32행]

- 제2 개구부 형성

- 제2 개구부 형성 및 희생막 패턴(212,

- 희생막(SiGe) 선택적 에칭

214, 216, 218 …) 제거 [14칼럼 37~54행]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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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된 스페이서 제거

- 오목한 개구부(234)로 노출된 스페이서
(238) 부분 제거 [14칼럼 55~61행]

7

- P형 불순물 도핑

- 단결정 실리콘 패턴들(230)의 노출된 측벽
에 불순물 도핑 [14칼럼 62~67행]
8

- 전하저장층 형성

- 열산화 공정으로 터널산화막(238a, 238b,

- 터널산화막은 열산화 공정으로 형성

238c …) 형성 [15칼럼 1~12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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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전극(Gate Poly) 증착
- 전하저장막(250), 블로킹 산화막(252), 도전
패턴(254) 형성 [15칼럼 13~46행]

- 게이트 전극(Gate Poly)을 에칭하여, - 도전 패턴(254)의 중심부를 식각하여 제3
제3 개구부 형성

개구부 형성 [15칼럼 38~46행]

- 제3 개구부를 산화물로 채움

- 제3 개구부를 절연 패턴(260)으로 채움

10

11
[15칼럼 47~4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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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하저장층의 형성방식
(1)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터널산화막이 열산화 공정으로 형성된
다고 개시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2)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하
저장층이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의 순
서로 증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내용으로 전하
저장층의 형성방식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다
만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위와 같
은 공정들에 관한 구체적 한정사항이 없다).
(3)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 전하저장층을 형
성하는 각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도시가 없기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도면 5I

는 하지만,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직무발명도 전하
저장층이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로킹 막의 순서로 증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술내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전하저장층의 형성방식에서도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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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기술내용과 이 사건 직무발명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블로킹 막의 형상
(1)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블로킹 막(blocking layer, 128)이 게이
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게이트 패
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
리고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하거나(제1항 특허발명),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패턴의 3면을 둘러싸
는(제11항 특허발명) 것으로 그 형상이 한정되어 있고, 이는 블로킹 막이 게이트 패턴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요컨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모두
3D NAND에 Gate Last 공정을 도입한 것으
로서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이 구비되는 것
이다(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도면 2

툼도 없다).

(2) 위와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는 블로킹 막의 구체적인 형
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직무발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게이
트 전극이 나중에 형성되는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에 따라 수직 채널
의 형성 이후 희생층이 에칭된 부분에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서 그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이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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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블로킹 막의 ‘ㄷ’자 형상의 점에서도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
에 개시된 기술내용과 이 사건 직무발명은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게이트 물질의 가공․변경
(1) 이상과 같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직무발명처럼 수직 채널의 형
성 후 희생층이 식각된 부분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내용으로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한 것으로서, 그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내용도 위와 같
은 게이트 전극의 형성 과정에서 블로킹 막을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 차이가 없다.
(2)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3D VNAND에 Gate Last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게이
트 전극 재료를 가공․변경하여 메탈 게이트를 구현한다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작용효
과도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서 동일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적 특
징을 그대로 반영한 기술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권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1) 이상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고,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권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리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피고에 고용된 원고와 D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도 원고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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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직무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은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인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
에 따른 보상금을 그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실시보상금의 액수는, 주위적으로 영
업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면 약 946,800,000,000원[= 초과이익 약 3,787,000,000,000원
{= 2015년 231,000,000,000원(= 초과매출액 890,000,000,000원 × 영업이익률 26%) +
2016년 1,380,000,000,000원(= 초과매출액 3,000,000,000,000원 × 영업이익률 46%) +
2017년 2,176,000,000,000원(= 초과매출액 4,946,000,000,000원 × 영업이익률 26%)} ×
발명자 공헌도 50% × 발명자 기여율 50%]에, 예비적으로 가상 실시료 요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221,107,148,100원(= 매출액 22,853,452,000,000원 × 가상 실시료 요율 4.3%
× 독점권 기여율 50% × 발명자 공헌도 90% × 발명자 기여율 50%)에 각 이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중 위 일부기간
에 대한 실시보상금 일부금으로 30,00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사용자 이익
1)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 여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 제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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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16) 피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한 것이 아니
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의한 피고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는바,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 여부 즉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
실시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제1항 특허발명

제11항 특허발명

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수의 층간 절연막, 인

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수의 층간 절연막, 인

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과 상부 층간 절연

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과 상부 층간 절연

막 사이에 구비되는 복수의 게이트 패턴, 복

막 사이에 구비되는 복수의 게이트 패턴, 복

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수의 게이트 패턴을

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수의 게이트 패턴을

통과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채

통과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채

널,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

널,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

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

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

시키는 게이트 절연막 및 각 게이트 패턴과

시키는 게이트 절연막 및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을 포함하고,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을 포함하고,

블로킹 막은 게이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블로킹 막(blocking layer)은 적어도 하나의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게이트 패턴의 3면(three sides)을 둘러싸는

부분,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16) 무릇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
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
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인 이 사건 특허
권의 실시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실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위의 법
리에 기초한 대체품 제조․판매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주장하
고 있지 아니하다.

- 36 -

하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1) 제1항 특허발명은, 층간 절연막, 게이트 패턴, 게이트 절연막 및 블로킹 막을
그 구성요소로 하되, 블로킹 막에 관하여 ‘게이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
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형상을
한정하고 있다(단 전하저장층 중 게이트 절연막과 전하저장막의 형상에 관하여는 별다
른 한정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제11항 특허발명은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하여 ‘적어
도 하나의 게이트 패턴의 3면을 둘러싸는 블로킹 절연막’으로 한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2)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한 제11항 발명의 한정사항과 제1항 발명의 한정사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게이트 전극(게이트 패턴)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모두 앞서 본 것처럼 3D NAND에
Gate Last 공정을 도입하여 제조되는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이 형성됨을 그 기술구성으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 제품과의 기술구성 대비
(1) 아래의 사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 중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한 한정사항까지 피고 제품에 그대로 구비되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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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11항 특허발명 중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한 청구범위 기재 한정사항
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피고 제품에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7)
㈏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 개시되어 있는 ‘LEG 공정
에 의한 단결정 채널’이라는 기술구성이 피고 제품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의한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권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특허권의 효력을 정하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는 위와 같은 채널 영역 형성 방식에 관한 한정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
고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 제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
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LEG 공정에 의한 단결정 채널’의 채부에 관한 위의
사정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한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에 따
라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제품에는 게이트 패턴과 접하고 있는 ‘둘러싸는 형상’의 블로킹
막과 별도로 ‘I’자 형상의 절연막이 더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볼 때, 제1
항․제11항 특허발명의 ‘ㄷ’자 형상으로
한정된 블로킹 막에 대한 피고 제품의
대응구성은, 위와 같은 별도의 ‘I’자 형
피고 제품의 도면
17) 당심 제1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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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절연막이 아니라 게이트 패턴과 접하고 있는 ‘둘러싸는 형상’ 즉 ‘ㄷ‘자 형상의 블로
킹 막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가 스스로 피고 제품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18)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10-0055098호)의 공개특허공보(갑 제53호증, 이하 ‘관련특허공보’라 한다)에는,
① ‘수직 패턴은 터널 절연막(TIL) 및 전하저장막(CL)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도시된 것처럼 캐핑막(CPL)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099])와
②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플래시 메모
리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표 1 그
리고 도 28 내지 도 43에 도시된 것처럼,
정보저장막은 터널 절연막(TIL), 전하저장

관련특허공보 중 도면 28

막(CL) 및 제1 블록킹 절연막(BIL1)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103]) 및
③ ‘캐핑막(CPL)은 전하저장막(CL) 또는 희생막(130)에 대해 식각 선택성을 제공할 수

관련특허공보 중 표 1

18) 2018. 9. 11.자 피고 준비서면 14번째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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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질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희생막(130)이 실리콘 질화막인 경우, 캐핑막(CPL)은
실리콘 산화막일 수 있다. 이 경우 리세스 영역들(210)을 형성하기 위한 희생막(130)
의 제거 공정에서, 캐핑막(CPL)은 전하저장막(CL)의 식각 손상을 방지하는 식각 정지
막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도 28 …에 도시된 것처럼, 캐핑막(CPL)이 도전 패턴
(230)과 전하저장막(CL) 사이에 잔존하는 경우, 캐핑막(CPL)은 전하저장막(CL)에 저장
되는 전하의 누출(예를 들면, 백-터널링; back-tunneling)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
는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핑막(CPL)은 실리콘 산화막 및 고유전막들
중의 한가지일 수 있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111]) 등이 있다.
㈏ 전항의 기재․도시들을 피고 제품의 구성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피고 제품에
서 ‘둘러싸는 형상’의 블로킹 막과 별도로 형성된 ‘I’자 형상의 절연막은 관련특허공보
에 개시된 캐핑막(CPL)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 제품의 ‘I’자 형상의 절
연막은 희생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하저장막(CL)이 식각․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관련특허공보에 기재된 ‘식각 정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캐핑막(CPL)이 전하저장막(CL)에 저장되는 전하의 누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 형성하는 경우에 비로소 블로킹 절연막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는 볼 수 있을 뿐이다]. 덧붙여 보건대 이러한 캐핑막(CPL)에 관한 기술구성은, 피고가
스스로 피고 제품에 대응되는 또 다른 것이라고 제시하는19) 별지2 목록 2-나.항 기재
미국 특허의 그 등록특허공보(을 제17호증)에도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23칼럼 4~17
행, 38~41행, 24칼럼 59행 ~ 25칼럼 6행, 표 1 각 참조).
㈐ 한편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도 5C를 참조하면, 결과물의 제1

19) 2018. 9. 11.자 피고 준비서면 14번째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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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220)의 내부 측벽에 실리콘
산화물

스페이서(238)를

형성한다.

스페이서(238)는 LEG 형성 공정을
통해 단결정 실리콘 수직 채널이 거
의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이를 촉진하
는 작용을 한다. 스페이서는 결과물
(224)의 산화물-질화물 접점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단결정 실리콘 내 결정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 5C

결함 형성을 방지한다.‘라는 기재가 있다(14칼럼 4~13행).
㈑ 전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위
‘스페이서(238)’가 피고 제품의 캐핑막(CPL) 즉 ‘I’자 형상 절연막에 대응하는 기술구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도
제1 개구부에 스페이서(Oxide)를 증착하고 LEG 공정을 적용하여 단결정 채널을 형성
한 다음 희생층과 제1 개구부에 증착했던 스페이서를 에칭하여 제거하는 공정이 개시
되어 있는바, 위 스페이서가 피고 제품의 캐핑막(CPL) 즉 ‘I’자 형상 절연막에 대응된
다.
㈒ 그렇다면 피고 제품과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 피고 제품
에서의 전하저장층은 관련특허공보에 개시된 “터널 절연막(TIL), 전하저장막(CL), 제1
블록킹 절연막(BIL1)” 등과 같은 기술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1
항․제11항 특허발명의 ‘ㄷ’자 형상으로 한정된 블로킹 막에 대한 피고 제품의 대응구
성은, 관련특허공보에 개시된 ‘식각 정지막’인 ‘캐핑막(CPL)’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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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I’자 형상 절연막이 아니라, 관련특허공보에 개시된 ‘제1 블록킹 절연막(BIL1)’
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게이트 패턴과 접하면서 이를 둘러싸는 ‘ㄷ‘자 형
상의 블로킹 막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ㄷ’자 형상의 블로
킹 막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의 기술구성은 게이트 패턴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의 블로
킹 막이라고 할 것이어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 중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한 청구
범위 기재 한정사항까지 피고 제품에 그대로 구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
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이 빠짐없이 피고 제품에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4) 한편 피고 제품은 전하저장층 중
위와 같은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을 제외
한 나머지 구성들인 터널산화막과 전하저장
막이 수직 채널을 형성하기 전에 채널 홀의
외주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I’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다.

피고 제품의 도면

그러나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3D NAND에 Gate Last 공정을
도입하여 제조되는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이어서 터널산화막과 전하저장막이 구비된다
는 자체는 기술적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제품처럼 터널산화막과 전
하저장막이 수직 채널을 형성하기 전에 채널 홀의 외주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
어 ‘I’자 형상으로 형성된다는 등으로 터널산화막과 전하저장막의 구체적 형상에 관하
여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20)

- 42 -

따라서 피고 제품에서 터널산화막과 전하저장막이 수직 채널을 형성하기 전에 채
널 홀의 외주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I’자 형상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이 빠짐없이 피고 제품에 구비되어 있다는 앞서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 제품의 터널산화막과 전하저장막이 위와
같은 ‘I’자 형상의 것이라는 점은 피고 제품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모든 기술구
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거기에 더 부가한 기술구성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명세서 참작에 의한 한정해석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는 전하저장막(Charge Trapping Layer, 126)
이 희생층이 제거된 자리에서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전하
저장막 위에 블로킹 막이 마찬가지의 ‘ㄷ’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다.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면 2

(2) 피고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은 ‘ㄷ’자 형
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에 의할 경
우 피고 제품은 그 블로킹 막이 ‘I’자 형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이어서 제1
항․제1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20)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4항에서 ‘게이트 절연막과 블로킹 막 사이에 배치되는 전하저
장막(charging trapping layer positioned between each corresponding gate insulating layer and
blocking layer)’이라는 부가구성을 두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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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
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
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
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3133 판결 등 참조).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앞서 본 것처럼 ‘ㄷ’자 형
상의 블로킹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고, 제1항․제11항 특허
발명의 명세서 중 다른 기재나 도면에서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에 관한 구성이 발견
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위와 같은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이 더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피고는, 특허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쉽게 실시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
어야 한다는 기재요건을 고려할 때,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은 그 명세서
중 다른 기재나 도면에 개시된 것처럼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전하저장막의 위와 같은 형상에 관
한 다른 기재나 도시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시
예로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재로 보일 뿐이고, 위
명세서에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시 예를 개시하여야만
위와 같은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 제1
항․제1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피고의 주장처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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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출원경과 참작에 의한 한정해석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 3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출원에 앞서 2008. 11. 3. 미국에서 발명자
를 원고 및 D으로 하고, 그 명칭을 ‘Vertical-Type Non-Volatile Memory Devices(수직
타입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한 반도체 소자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10. 3.
16. 등록번호 US 7,679,133호로 등록받았다(이하 ‘133 특허발명’이라 한다).
㈏ 그런데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게̇
̇̇̇̇̇
̇̇̇̇̇
̇̇절연막
̇̇̇사이에 구비되는 전하저장막
은 게이트 패턴
을 포함하고, 상기 전하저장막
이트
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게이트 패턴과 인
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게
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
분을 포함’21)한다는 기재로써 전하저장막의 형상에 관한 한정사항을 두고 있다.
㈐ 이후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12. 8. 6.자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을 출원
하자, 그 심사단계에서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1.경 피고에게 제1항․제11항 특
허발명이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과의 관계에서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3. 1.경 미국 특허청에 위 이중특허의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는 취지에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을 133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하는 존
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22)를 제출하였다.
̇̇̇̇̇
’이라는 기재부분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21) 위와 같이 강조점이 부기되어 있는 ‘전하저장막
와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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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위와 같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참작할 때 제1항․
제1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은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피고 제품은 그 블로킹 막이 ‘I’자 형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이어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 증거들에 의하면 또한,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위 거절이유를 통지할 당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아울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어
서 서로 구별되지 아니한다.’라는 점과 ‘제1항․제11항 특허발명 등의 존속기간을 133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하는 데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다면 위 거절이유가 해
소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는 전하저장막이 희
생층을 제거한 자리에 ‘ㄷ’자 형상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형
상으로 형성되는 전하저장막 위에 순차 형성되는 블로킹 막도 마찬가지의 ‘ㄷ’자 형상
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전하저장막의 구
체적 형상에 관한 한정구성을 더 구비하는 것으로서, 전하저장막에 관한 그와 같은 한
정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보다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 요컨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에 관한 한정사항만

22) 계속출원 특허의 존속기간이 원출원 특허와 동시에 만료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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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을 뿐 전하저장막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한정사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전하저장막의 형상이 ‘ㄷ’자인 경우와 ‘ㄷ’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
서,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까지 그 권리범위에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지게 된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절이유통지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견해
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133 특허발명보다 더 넓은 보호범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그대로 특허등록이 된다면 133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이 부
당하게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의 존속기간 포기서 제출
도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에 불과하였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출원경과까지 참작하여 본다 하더라도, 피
고 주장처럼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과 그 권리범위
가 동일하다거나 이를 전제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이 133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처럼 ‘ㄷ’자 형상의 전하저장막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는 없다.
마)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제품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모두 구
비하는 것이어서,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기한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 제품의 부가적 장점
(1)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의 개시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직무발명과 그 제조공정상의 순서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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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직무발명은 ‘채널 홀 에칭 → 수직 채널 형성 → 희생막 제거 → 전하
저장층 형성 → 게이트 패턴 형성’의 순서로 공정을 거치는 반면에, 피고 제품은 ‘채널
홀 에칭 → 전하저장층 형성 → 수직 채널 형성 → 희생막 제거 → 블로킹 막 형성 및
게이트 패턴 형성’이라는 순서의 공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양자는 채널 홀 에칭 이후의
일련의 공정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2) 살피건대 터널산화막, 전하저장막 및 블록킹막을 모두 희생층이 제거된 영역에
형성하는 구조에서는 채널 홀 직경이 작고 셀 채널의 길이가 길어 3D VNAND의 셀을
높게 적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데에 비하여, 피고 제품에서는 채널 홀의 직경을 더
넓게 하여 터널산화막 및 전하저장막을 채널 홀 영역에 ‘I’자로 형성함으로써 셀 채널
길이를 줄여 채널 홀을 형성하는 공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한 길이의 수직 채
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셀을 적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s

피고 제품의 도면

(3) 그러나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의 개시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공정상의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이 피고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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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는 앞서의 판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다만 위와 같은 공정상 차이에서 도출되는 피고 제품의 부가적 장점은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독점권 기여율’에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 제품의 매출액
가) 미국 내에서의 매출액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판매하여 올린 매출액
이 합계 7,221,690,83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피고의 사용자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 제품의 매출액으로 본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미국 외의 지역에 제조․판매된 피고 제품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등
에 탑재되어 미국에서 유통되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은 미
국에서 제조․판매된 피고 제품의 위 매출액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제조․판매된 피고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이 특허등록 된 미국에서 제1항․제11
항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나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함은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통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가 미국 외의 지역에
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제품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어 미
국에서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제조․판매행위는 제1항․제11항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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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달리 피고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제조․판매한 3D VNAND 제품이 탑재된 스마
트폰 등을 미국 내에서 유통시킨 행위까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
에 관하여는 그 주장․증명이 없다), 그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피고가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관한 이 사건 특허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
으로써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결국 피고 제품의 매출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미국에서 제조․판
매된 피고 제품의 앞서 본 매출액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미국 외
의 지역에서 제조․판매된 피고 제품의 매출액까지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부분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고 제품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
가) 가상 실시료 요율에 의한 산정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피고 제품의 제
조․판매를 통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정
당한 보상액을 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으로서 앞서 본 피고 제품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제3자에 실시허락을
할 경우를 상정한 이른바 ‘가상 실시료 요율’을 위와 같은 초과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로 삼기로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4, 6, 10, 11, 25, 33호증, 을 제80,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 있다. 즉 ① 특허청이 2013. 12. 발행한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갑 제25호증)에 인용된 ‘Royalty Source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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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거래사례 분석’에 따르면, 피고 제품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79건의 대상사
례를 놓고서 분석한 결과 그 실시료 요율은 평균 4.3%, 중앙값 2.8% 및 최고 30.0%의
각 수치로 나타났다. ② 그런데 피고 제품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수 특허권에
대한 포괄적인 실시허락을 받으면서 그 실시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사례의 실시료 요율이 단일 특허권에 대한 것인지 또는 다수 특허권에 대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별
지2 목록 기재의 특허권들을 비롯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적어도 같은 목
록 2항 기재 4건의 특허권들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가 피고 제품의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등록받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들
에 해당한다.23) ④ 위 ‘Royalty Source 데이터베이스 거래사례 분석’의 대상사례 79건
중 49건의 사례가 일반에 공개된 거래사례에 해당하고, 위 49건의 공개된 거래사례 중
약 16건이 해당 보유 특허권 전체 또는 다수에 대한 것들이었다.
(3) 먼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상의 실시료 요율을 파악하는 데에 비교적 객
관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위 ‘Royalty Source 데이터베이스 거래사례 분석’ 결과
를 기초로 한다(피고는 위 거래사례 분석결과에 이 사건 특허권과 무관한 LCD 기술에
관한 거래사례나 실제로 성사되지 아니한 거래사례에 대한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나, LCD 기술에 관한 거래사례가 반도체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실제로 성사되지 아니한 거래사례라 하더라도 그 분석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
사례 분석결과를 원용하여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
23) 한편 피고는 피고 제품이 속하는 VNAND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으로서, 공정
에 관한 1,032건과 설계에 관한 1,113건 등 합계 2,145건의 특허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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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그런데 위 거래사례 분석결과 중 평균값 4.3%는 중앙값 2.8%보다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 이는 79건이라는 제한된 대상사례 중에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최고
30.0%라는 특정 사례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제품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개별사례의 해당 특허권들의 구체적 가치를
차치할 때 그 실시료 요율의 전체 범위에서 중앙값을 이루는 2.8%라는 수치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가상 실시료 요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원용하기에 보다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다 포괄적인 실시허락에 따른 실시료 요율이 정해지
는 일반적인 경향과 피고 제품과 관련한 피고의 특허보유 현황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
어 보면, 피고가 다수의 특허권을 일괄하여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이라는 단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실시허락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상의 실시료
요율은 위 중앙값을 넘을 수는 없고 이를 하회하는 2%의 선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5)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위 2%라는 가상의 실시료 요율을 피고 제품 매출액
중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영업이익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상 실시료 요율을 넘어서 피고의 NAND 제품의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범위까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의 산정비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가상 실시료 요율을 넘어서는 영업이익
률의 범위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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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릇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직무
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
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751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6, 30~32, 35, 45~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품을 포함
한 피고 NAND 제품이 약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2015년도 약 26%,
2016년도 약 46%, 2017년도 약 44%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영업이익률을 보여 온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수요 및 공급, 마케팅, 경
쟁업체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와 관
계없는 수입과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위 영업이익률
은 3D VNAND 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체 NAND 제품에 관한 것이다. 따라
서 위 영업이익률을 3D V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 관한 이 사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률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갑 제8, 30, 47호증, 을 제18, 22, 23,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의 DRAM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 약 35%를 보이
다가 2017년 약 40%로 증가하는 등으로, 피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휘발성 메모
리 소자인 DRAM24) 제품에서도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NAND 제품과 비슷한 증가추
세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온 점, ② 2017년도를 기준으로 피고의 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생산량 중에서 3D V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8%에
이르는 점, ③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인데 그중 메모리 소자 분야에서는 그

24)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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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에 따라 업체들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S자 사이클로 성장하고, 불황기
에 살아남은 업체가 호황기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는 점 및 ④ 피고도 2013
년경부터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약
19%에 그치다가 같은 해 4분기에 이르러 약 34%로 대폭 증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2015년부터 피고 제품을 포함한 피
고 NAND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 지속적인 영업력 발휘와 제품개발 노력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 제품이 속한 3D VNAND 제품의 시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함에 따라 그 초과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 왔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영업이익률을 두고서 그것이 원고
가 구하는 보상금의 산정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기간에 걸쳐 피고 제
품을 제조․판매함에 따른 초과매출액의 산정비율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4) 초과매출액 중 독점배타적 실시에 따른 초과이익
가) 독점권 기여율에 의한 산정
무릇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
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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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대응하는 매출액까지 피고의 사용자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
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 중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통상실시권을 넘어서
이 사건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른 매출액(초과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른바 ‘독점권 기여율’을 기초로 하여 위 매출액(초과이익)을 판단
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기 위한 참작요소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
(1)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반도체 소자는 앞서 본 것처럼 층간 절연막, 게이트
패턴, 게이트 절연막 및 블로킹 막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특히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
하여 게이트 전극(게이트 패턴)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층간 절연막, 게이트 패턴, 게이트 절연막 및 블로킹 막 등의 기술구성
은 이 사건 직무발명의 동기가 된 E BiCS
방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1
항․제11항 특허발명은 Gate First 방식인 E
BiCS 방식과 달리 Gate Last 방식을 채택함
으로써, 블로킹 막이 게이트 패턴을 둘러싸
는 ‘ㄷ’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술내용
으로 하고, 이와 같은 블로킹 막의 형상에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도면 2

관한 한정사항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게이트 영역과 채널 영역이 형성되는 선후관계에 따라
크게 분류되는 Gate Last 방식 또는 Gate First 방식 자체는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사항이었다. 또한 피고의 990 특허발명도 제1 반도체 층(120)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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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층(115)을 ’ㄴ‘자 형상으로 반복하여 적층하고, 제2 반도체 층(115)의 일부를 식
각하여 트렌치를 형성하여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게이트 전
극을 나중에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Gate Last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때
형성되는 블로킹 막도 ‘ㄷ’자 형상에 이르게 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게이트 전극을 나중에 형성한다는 의미에서의 Gate Last 방식에서 출발하여
‘ㄷ’자 형상으로 블로킹 막을 형성한다는 개념의 기술구성 자체는, 그 실용화 여부를
떠나서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990 특허발명은 제1 반도체 층(120)과 제2 반도체 층
(115)이 ’ㄴ‘자 형상으로 반복하여 적층된 상태에서 제1 반도체 층(120)과 식각되고 남
은 제2 반도체 층(115) 부분이 수직 방향의 채널로서 기능하는 방식이므로, 이 사건 직
무발명처럼 채널 영역을 통해 수직 채널을 일체로 형성하고 그 수직 채널에 전하저장
층을 형성한 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방식인 3D VNAND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처럼 Gate Last 방식을 3D VNAND에 채택함으로써 수직 채널의 형
성 이후 희생층이 식각된 부분에 게이트 전극이 형성된다는 기술내용까지 이 사건 직
무발명 이전에 피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Gate Last 방식에서 ‘ㄷ’자 형상
으로 블로킹 막을 형성한다는 피고의 기존 기술을 E BiCS 방식에서 기술적 동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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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현한 위와 같은 3D VNAND에 접목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게이트 재료의 가
공․변경과 그에 따른 금속 게이트의 구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는 데에 핵심적인 기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 제품도 그 컨트롤 게이트가 금속 게이트로 형성되는 것
임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특허무효사유
(1) 무릇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
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
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
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
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
2203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
서, 그 선행기술로서 ① 1994. 12. 6.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특허번호 제3651689호, 을
제26호증)에 게재된 ‘NAND형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명칭
의 발명(이하 ‘689 특허발명’이라 한다)과 ② 2005. 4. 1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등록번
호 제483035호, 을 제75호증)에 게재된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명칭
의 발명(이하 ‘035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각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제1항 특허발명과 689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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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특허발명의 ‘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
수의 층간 절연막’이라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
명의 ‘반도체 기판(51) 상에 형성되는 절연막(52,
54, 56, 58)’(문단번호 [0046]~[0051], 도 5 참조)
과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
는 메모리 셀들을 전기적으로 분리시키는 절연막이
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의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
연막과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 구비되는 복수의

689 특허발명의 도면 5

게이트 패턴’이라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명의 ‘제3 절연막(54) 사이, 제1 및 제3 절
연막(52, 54) 사이 및 제5 및 제7 절연막(56, 58) 사이의 틈새에 형성되는 제2 도전
막(69)’(문단번호 [0067], [0070], 도 19 참조)와 대
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게이트 전극들이라는 점에
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항 특허발명의 ‘복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수의 게이트 패턴을 통과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
장되는 수직 채널’이라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
명의 ‘다층막의 표면에서 반도체 기판(51)까지 도
달하는 구멍(60)에 형성되는 반도체 기둥(64)’(문단
번호 [0053], [0059] 및 도 7, 12, 19 참조)와 대응

689 특허발명의 도면 19

한다. 양 대응구성은 층간 절연막들과 게이트 패턴들을 가로질러 수직 방향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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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트 패턴
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이라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명의 ‘열
산화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둥(64)의 노출된 표면에 형성되고 메모리 셀의 터널 절연
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제11 절연막(66)’(문단번호 [0062], 도 16, 19 참조)과 대응
한다. 양 대응구성은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
직 채널로부터 절연시키는 절연막(터널 산화막)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
는 블로킹 막’이라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명의 ‘플로팅 게이트의 기능을 가지는 제1
도전막(67) 상에 피착되는 ONO(SiO2/ Si3N4/ SiO2) 절연막(68)’(문단번호 [0065],
[0066], 도 17, 19 참조)과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은 게이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
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한다는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명의 ONO 절연막(68)과 대응한다.
살피건대 689 특허발명에서 반도체 기둥(64)에 불순물(As, P 등)을 확산시켜 소스
드레인 확산층(65)을 형성하기 위해 증착시켰던 제9 및 제10 절연막(62, 63) 중에서 반
도체 기둥(64)에 근접한 부분이 식각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689 특허발명의 ONO
절연막(68)은 그 단면 형상이 대략 ‘ ’의 형상이 된다(문단번호 [0056]~[0059],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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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및 19 참조).
그런데 제1항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블로킹 막의 첫 번째 부분 내지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한다는 형식의 개방형이고, 689 특허발명
의 위와 같은 ‘ ’ 형상의 ONO 절연막(68)도 제 689 특허발명의 도면 19 중 부분 확대도
2 도전막(69, 게이트 전극)과 제11 절연막(66, 터널 산화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제2 도전막(69, 게이트 전극)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
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제2 도전막(69, 게이트 전극)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이 모두 나
타나 있는 형상의 것이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689 특허발명의 대
응구성인 ‘ ’ 형상의 ONO 절연막(68)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한편 제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하저장막을 폴리실리콘 물질 등으로 구
성된 플로팅 게이트 구조물로 할 수도 있고, ONO 구조물로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기
재(15칼럼 19~23행)가 있고, 이는 희생막을 제거한 자리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
을 형성하는 제1항 특허발명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과 CTF 방식에 모두 적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689 특허발명도 희생막을 제거한 자리에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므로 CT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689 특허발명은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실시 예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사정은 689 특허발명
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제1항 특허발명과 035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본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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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특허발명의 ‘기판 위에 구비되는 복수의 층간 절연막’이라는 구성요소
는, 035 특허발명의 ‘p형 실리콘기판(2100) 상에 실리콘 산화막(2411, 2421, 2422,
…)과 교대로 적층되는 실리콘 질화막(2321, 2312, 2313, …)’(34면, 4~5번째 단락, 도
403 참조)과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는 메모리 셀들을 전기적
으로 분리시키는 절연막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의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연막과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 구
비되는 복수의 게이트 패턴’이라는 구성요소는, 035 특허발명의 ‘다결정 실리콘막
(2510)을 퇴적한 후 에칭하여 분할 형성한 다결정 실리콘막(2512, 2513, 2514)’(37면,
1~2번째 단락, 도 441, 442 참조)와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게이트 전극들이라는 점
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항 특허발명의 ‘복수의 층간 절연막과 복수의 게이트 패턴을 통과하여 수
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수직 채널’이라는 구성요소는, 035 특허발명의 ‘실리콘 산화막
(2411, 2421, 2422, …) 및 실리콘 질화막(2321, 2312, 2313, …)을 순차 에칭하여
형성한 섬모양 반도체층(2110)’(34면 6~7번째 단락, 도 405, 442 참조)과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층간 절연막들과 게이트 패턴들을 가로질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채널
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한편 035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열 산화법을 이용하여 각 섬모양 반도체층
(2110) 및 제6 절연막인 실리콘 질화막(2340) 및 제2 절연막인 실리콘 질화막
(2313~2315)의 주위에, 예컨대 전하 축적층으로 되는 적층 절연막(2620)을 형성한다
(도 427 및 도 440). 여기서 적층 절연막이 MNOS 구조인 경우에는 … MONOS구조의

25) 035 특허발명의 도면들 중에서 이하 대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도면들은 별지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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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예컨대 섬모양 반도체층 표면
에 CVD법에 의해 2∼5nm의 실리콘 산
화막과 CVD 법에 의해 4∼8nm의 실리
콘 질화막, 또한 2∼5nm의 실리콘 산화
막을 순차 퇴적할 수 있다.‘라는 기재(36
면, 마지막 단락, 도 440 참조)가 있다.
즉 035 특허발명의 적층 절연막(2620)은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산화막‘을 그 적층 구조로 하고 있는데,

035 특허발명의 도 440

여기서 첫 번째의 2~5nm의 실리콘 산화막은 터널산화막에, 두 번째의 4~8nm의 실리
콘 질화막은 전하저장막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2~5nm의 실리콘 산화막은 블로킹
막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
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터 절연시키는 게이트 절연막’이라는 구성요소는, 035 특허발
명의 적층 절연막(2620) 중에서 첫 번째의 2~5nm의 실리콘 산화막에 대응하고, 양 대
응구성은 각 게이트 패턴과 수직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게이트 패턴을 수직 채널로부
터 절연시키는 절연막(터널 산화막)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035 특허발명의 적층 절연막(2620) 중에서 세 번째의 2~5nm
의 실리콘 산화막은 블로킹 막에 해당하고, 이는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이라는 구성요소에 대응한다. 양
대응구성은 각 게이트 패턴과 그에 대응되는 수직 채널 사이에 구비되는 블로킹 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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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의 ‘블로킹 막은 게이트 패턴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첫 번째 부분,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게이트 패턴과 인접하는 하부 층간 절
연막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한다는 구성요소는, 위와
같은 첫 번째 부분 내지 세 번째 부분을 ‘포함’하는 개방형의 것이다.
살피건대 035 특허발명은 실리콘 산화막(2421, 2422, 2423, 2424)을 등방성 에칭
에 의해 제거하여, 섬모양 반도체층(2110)의 측면을 노출시키고(34면 12번째 단락, 도
410, 411 참조), 이후 섬모양 반도체층(2110)의 측면과 에칭되지 않은 실리콘 질화막
(2313~2315)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에 적층 절연막(2620)이 형성되는 것이다(36면, 마
지막 단락, 도 440 참조).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것처럼 035 특허발명은 p형 실리콘
기판(2100) 상에 실리콘 질화막(2321, 2312,
2313,

…)이

실리콘

산화막(2411,

2421,

2422, …)과 교대로 적층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035 특허발명에서 실리콘 산
화막(2421, 2422, 2423, 2424)이 제거된 이

035 특허발명의 도면 440 중 부분 확대도

후 섬모양 반도체층(2110)의 측면과 실리콘 질화막(2313~2315)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
간의 단면은 ‘ㄷ’자 형상임이 자명하고, 그 공간에 형성되는 적층 절연막(2620) 또한
‘ㄷ’자 형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035 특허발명의
적층 절연막(2620) 중 실리콘 산화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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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제11항 특허발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3D NAND에 Gate Last 공정을
도입하여 ‘ㄷ’자 형상의 블로킹 막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서 블로킹 막의 형상에 관한
한정구성을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패턴의 3면을 둘러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제1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때 그 기술구성에서 차이가 없다.
(6) 위 (2)항 내지 (5)항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은 모두
689 특허발명이나 035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 제시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보인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보상금을 청구받기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위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
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7) 다만 아래의 점들까지 종합하여 볼 때,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위와 같은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을 제26, 7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689 특허발명은 피
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일본 주식회사 E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서, 그 특허문
헌이 같은 영업을 하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사의 2016년
내지 2019년에 걸친 3건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선행문헌 중 하나로 제시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기는 하다.
㈏ 그런데 689 특허발명이나 035 특허발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1항․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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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도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제1항․제11항 특
허발명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상의 차이점도 아울러 존재한다.
즉 ① 689 특허발명은 별도의 드레인 및 소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에칭 및 증
착 공정을 더 포함하고 있고, 그 공정에서는 에칭이 되는 범위가 협소하여 에칭과정에
서 정밀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에칭을 균일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증착하는
공정도 어려운 것이다. ② 또한 035 특허발명도 셀 스트링이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각
층마다 메모리 셀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셀을 생성하는 다수의 공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다수의 공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 층의 메모리 셀을 동시에 형성하는
제1항․제11항 특허발명과 그 공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 위와 같은 각 발명의 제조공정상 차이점들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689 특허발
명의 출원․등록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판매할 당시에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 사건 특허권에 앞
서 살펴본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8) 따라서 제1항․제11항 특허발명에 위와 같은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에 따른 피고의 독점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에 이를 부정적 요소로 고
려함이 타당하다.
라) 기타 피고의 기술력 등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21, 27~30, 32, 49호증, 을 제20, 22, 23, 25, 39, 4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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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제품의 구성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판매한 피고 제품은 SSD(Solid State Drive,
대용량 저장장치), USB Card(Universal Serial Bus Card, 소형 이동식 저장장치),
Embedded Storage(스마트폰 등의 고기능 소형 장비에 포함되는 내장 메모리) 등의 다
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었고, 그에 따른 피고 제품에는 회로기판 등 VNAND 메모
리 소자 이외의 여러 부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의 기술력
㈎ 피고 제품이 속하는 메모리 소자의 분야에서 그 상업적 성공 여부는 메모리
소자의 저장용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이다. 즉 메모리
소자는 저장용량이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이므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나
그 경쟁업체들은 저장용량을 늘리는 것을 일반적인 기술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수평으로 배치되던 메모리 구조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는 구
조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색하는 상황이었고, 이
러한 기술동향에서 E BiCS 방식 등의 3D VNAND 기술이 수직 채널에 메모리 셀을 수
직 방향으로 형성하는 기술로서 검토되었다.
㈏ 그러나 3D VNAND 방식에 의하여 단순히 수직 채널에 메모리 셀을 수직 방
향으로 형성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저장용량이 기존기술보다 증대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즉 3D VNAND 방식에서 수직 채널에 형성되는 메모리 셀의 수가 많을수
록 일단 메모리 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나의 수직 채널에 형성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의 개수는 적어도 수직 채널의 길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 66 -

수직 채널의 길이를 길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직 채널을 형성할 채널 홀
을 깊고 균일하게 에칭(etching)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피고와 그 경쟁업체들이 각
보유한 에칭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수직 채널의 길이를 길게 형성한다는 기술과
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 그런데 피고는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널 홀을 깊고 균일하게
에칭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을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에칭기술을 반영하여 피고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
지하여 왔음은 메모리 소자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특히 피고는, 채널 영역
형성을 위해 두 번의 에칭 공정으로 실시하는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한 번의 에칭 공
정으로 채널 영역을 형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메모리 소자에는 그 제조를 위하여 CTF(Charge Trap Flash) 기술, 워드
라인(WL) 형성 기술, 몰드 적층 기술 등의 다양한 기반기술들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 이전부터 이미 위와 같은 기술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었
다. 특히 피고는 세계 최초로 CTF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VNAND 제품을 양산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Gate Last 공정을 도
입하여 피고 제품과 같은 3D VNAND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3) 피고의 기술개발
㈎ 피고는 VNAND 생산 공정 및 VNAND 회로 설계에 관련된 다수의 특허기술로
써 피고 제품을 제조하였고, 2013년 VNAND를 상용화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
하여 당초의 1세대(층수 24단) VNAND에서 현재의 5세대(층수 96단) VNAND에 이르
기까지 양산해가면서 경쟁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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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아래 왼쪽 그림의 ‘기존 설계의 셀 구조’를 가지는 3D VNAND 제품의
양산을 시도하다가 그 셀 구조를 변경하여, 2013년경부터 세계 최초로 아래 오른쪽 그
림의 ‘변경된 설계의 셀 구조’를 가지는 3D VNAND 제품인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
였다.

㈐ 위와 같은 개발경과에 따라 양산하게 된 ‘변경된 설계의 셀 구조’의 피고 제품
은, 앞서 본 것처럼 채널 홀의 직경을 더 넓게 하여 터널산화막 및 전하저장막을 채널
홀 영역에 ‘I’자로 형성함으로써, 셀 채널 길이를 줄여 채널 홀을 형성하는 공정상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 동일한 길이의 수직 채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셀을 적층할 수 있
는 장점이 부가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 제품이 채널 홀의 직경을 더 넓게 형성할
수 있는 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차별화된 에칭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 신고서에서 볼 수 있는 ‘기존 설계의 셀 구조’를 개선하여 추
가적인 장점까지 도출할 수 있는 ‘변경된 설계의 셀 구조’에 이르는 기술개발을 거쳐
왔다.
마) 검토결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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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과 같이, ① 이 사건 특허권은 Gate Last 방식에서 ‘ㄷ’자 형상으로 블로킹
막을 형성한다는 개념의 피고의 기존 기술을 3D VNAND에 접목함으로써 금속 게이트
의 구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는 것, 즉 저장용량 증대를 위해 새롭게 모색되던 3D
VNAND 기술에 피고의 위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는 것으로 향후 제품개발의 방향
을 정하였다는 데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에
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③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
권이 실시된 메모리 소자 이외도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부품들이 함께 포함되
어 있고, ④ 피고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는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차별화된 에칭기술
등의 피고의 기존 기술력과 셀 구조 변경 등에 관한 피고의 기술개발노력이 함께 반영
된 것이었다.
(2) 위의 점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
중에서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넘어서 이 사건 특허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지위
를 취득함에 따른 매출액(초과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독점권 기여율을 5%라고 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앞서 본 ‘변경된 설계의 셀 구조’로 피고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모델로
확정하고 이를 제조․판매하였던 것은 이 사건 직무발명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었으
므로, 피고 제품에 이 사건 직무발명이 독점적 기여를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희생층에 대한 선택적 식각 방식을 통해 형성된 개구부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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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② 구체적으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직무발명과 마찬
가지로 제1 개구부를 형성하여 수직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③ D
의 진술서(을 제2호증)에서 발견되는 관련 기재, 즉 ‘수평 형태로 형성하던 NAND 플래
시 메모리를 수직 형태로 형성하는 아이디어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E의 발
표를 통해 처음 접하였다.’라는 기재에서 보듯이, 이 사건 직무발명이 채택한 Gate
Last 방식의 3D VNAND 기술이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④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장용량 증대를 위해 새롭게 모
색되던 3D VNAND 기술에 피고의 기존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제품개발의 방향을
정하였다는 데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핵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통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의 사용자 이익은 7,221,690,830원(= 매출액 7,221,690,830,000원 ×
가상 실시료 요율 2% × 독점권 기여율 5%)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사용자 이
익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발명자 공헌도
1) 피고의 사용자 공헌도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특허권을 낳은 이 사건 직무발명은 E BiCS 방식에서
기술적 동기를 찾아 구현한 3D VNAND 기술에다 피고의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
는 것이었고, 피고의 위 기존 기술은 990 특허발명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전하저장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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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킹 막 등을 게이트 패턴을 둘러싸는 ‘ㄷ’자 형상으로 하면서 게이트 패턴을 나중에
형성하는 Gate Last 기술이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처럼 저장용량 증대를 위해 새롭
게 모색되던 위의 3D VNAND 기술에 Gate Last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제품개발의
방향을 정한 데에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발명은
결국 피고가 기존에 보유한 Gate Last 기술과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투여했던
연구개발 투자에 주요한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기존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가치를 달성하는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피고 제품의 제조를 위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NAND 제품을 제조․판매하
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 당시 피고가 저장용량을 증대시킨 새
로운 메모리 소자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다) 이와 달리 원고는 갑 제34호증(원고 작성 진술서)을 통하여 ‘피고의 제품개발부
서에서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이후에도 양산모델의 제작․검증 등에 관심을 기울
이거나 이를 지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의 기술개발에 관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공
헌한 정도는 80%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직무발명은 수직 채널의 주위로 전하저장층과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는 3D VNAND에 관한 발명으로서, 메모리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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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공정에 의한 단결정 수직 채널 및 열산화 공정에 의한 터널산화막을 포함하는
3D VNAND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직무발명에
서 E BiCS 방식에 접목하려 하였던 피고 측의 LEG 공정 기술은 원고와 D이 공저자로
있는 LEG 논문에 담겨있는 기술이었다.
나) 위와 같은 배경에 있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D이 각각 공헌한 정도를 가려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직무
발명 당시 원고는 약 11년에 걸친 반도체 공정과 관련한 국내외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
었던 것에 비하여 D은 약 4년의 동종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불과하였고, 또 원고가
피고 공정개발팀의 수석연구원으로서 D이 속한 ‘3D memory Stack’ 파트의 책임자였음
에도, D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원고의 발명자 지분율을 자신보다 낮은 30%로 신
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
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원고 및 D이 공동발명자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에 공헌한 정도에서 원고가 기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D과 원고 사이에
이의 없이 확인된 것으로 추단되는 위 30%의 비율에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 6%[= 원고 및 D
의 발명자 공헌도 20%(= 100% – 피고의 사용자 공헌도 80%) × 원고의 발명자 기여율
30%]라고 할 것이다. 발명자 공헌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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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1)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시보상
금 433,301,449원(= 피고의 사용자 이익 7,221,690,830원 × 원고의 발명자 공헌도 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433,301,449원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그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나머지 233,301,349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4.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
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
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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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에 의하여
실효된다.
2) 그런데 피고가 제1심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8. 11. 1. 원고에게 1,472,982,314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금액을 기초로 위 지급일자까
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산정하면 보상원금 433,301,449원 및
지연손해금 24,473,964원[= 보상원금 중 200,000,1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7,698,638
원{= 200,000,100원 × 연 5% × 646일(2017. 1. 25.부터 2018. 11. 1.까지의 일수)/365
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보상원금 중 나머지 233,301,3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6,775,326원{= 233,301,349원 × 연 5% × 212일(2018. 4. 4.부터 2018. 11. 1.까지의
일수)/365일}]의 합계 457,775,41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며, 위 가지급금 1,472,982,314
원에서 위 원리금 457,775,413원을 공제하면 1,015,206,901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 원금 1,015,206,9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8. 11. 1.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8.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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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
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
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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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특허목록

1. 국내 특허
가. 발명의 명칭: 수직형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1. 8. / 2013. 1. 21. / 제1226685호
다. 발명자: 원고, D
라. 특허권자: 피고
마. 발명의 주요 내용: 셀 트랜지스터가 수직 방향으로 적층되어 직렬 연결된 구조를
가짐으로써 고도로 집적되면서도, 셀 트랜지스터들의 전기적 특성이 좋고 셀 산포가
작은 3차원 메모리 소자와 그 제조방법

2. 미국 특허
가. 발명의 명칭: Vertical-Type Non-Volatile Memory Devices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3./ 2010. 3. 16./ US 7,679,133호
발명자: 원고, D
특허권자: 피고
나. 발명의 명칭: Vertical-Type Non-Volatile Memory Devic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 12./ 2012. 8. 7./ US 8,236,650호
발명자: 원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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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피고
다.

발명의

명칭:

Vertical-Type

Semiconductor

Devic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1. 9./ 2013. 12. 10./ US 8,603,878호
발명자: 원고, D, F
특허권자: 피고
라. 발명의 명칭: Three-Dimension Semiconductor Memory Devices and Methods of
Fabricating the Same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21./ 2017. 2. 7./ US 9,564,499호
발명자: G, H 등
특허권자: 피고

3. 중국 특허
가. 발명의 명칭: 垂直型非易失性存储器器件及其制造方法 (수직형 비휘발성 메모리 장
치 및 그 제조방법)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10./ 2012. 8. 29./ CN 101483194호
다. 발명자: 원고, D
라. 특허권자: 피고

4. 일본 특허
가. 발명의 명칭: 垂直型半導体素子及びその製造方法(수직형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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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7./ 2014. 2. 28./ JP 5484711호
다. 발명자: 원고, D
라. 특허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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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도 403】

【도 404】

【도 406】

【도 412】

【도 413】

【도 414】

【도 432】

【도 433】

【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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