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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0. 9. 17. 2019당35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갑 제1, 30호증)
1) 발명의 명칭: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24./ 2013. 11. 1./ 특허 제1326763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 8. 19.자 2015정68호 심결의 확정에 의해 정정된 것,
이하 위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특허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부른다)
【청구항 1】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
는 관부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
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이하 ‘구성요
소 1’이라 한다)과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4】 (기재 생략)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부재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
여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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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공급수단은 삽입될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를 구비하며,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는 상기 관부재의 상기 장착홈에 체결되
어지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용 실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
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청구항 7 내지 12】 (기재 생략)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부재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
하게 되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은, 의료용 실과 상기 의료용 실의 단부에 형성되어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
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 장치.
【청구항 14 내지 18】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
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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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종래의 의료용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에서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
정하기 위하여, 의료용 실이 삽입되는 신체의 지점에 하나의 삽입 천공홀을 형성하고, 의료
용 실을 고정하는 신체의 지점에 다시 적어도 하나의 고정 천공홀을 형성한 후 의료용 실
을 삽입 천공홀을 통하여 삽입한 후 그 자체로 경직성을 가진 의료용 실을 후방에서 밀어
주어 의료용 실의 전방 단부가 고정 천공홀로 돌출되도록 하여 신체 외부로 다시 나오도록
한 후에, 매듭을 지은 후 매듭 부위를 다시 봉합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절개하여 덮어주는
시술을 수행하였다.
[0004] 그러나 이와 같이 의료용 실을 피부로 삽입되는 천공홀과 다시 피부로부터 빠져
나오는 천공홀을 모두 통과하도록 한 후 의료용 실을 신체에 삽입하여 고정하는 리프팅 시
술에서는 피부에 다수개의 천공홀을 형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의료용 실을 신체에 삽
입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며, 리프팅 시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환자에 대한 마취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관계로 시술의 위험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섬을 해결하는 것
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의료용 실을 생체 조직에 삽입하는 시술을 간
편하게 할 수 있고, 생체에 가급적 물리적 상처를 덜 가하고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의
료용 실 삽입 시술의 전체적 소요 시간을 감소시키며, 의료용 실을 소정의 위치에 삽입하
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006]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의료용 실을 생체 조직에 삽입함으로써, 생체의 늘어진 피
부 및 조직을 리프팅하고 주름을 제거할 수 있는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시술 장치 및 이
러한 시술 장치의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는,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과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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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연결되어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을 구비한
다.
도 2
(본 발명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장치의 의료용 실 삽입 경로 형성 수단의 분해 사시도)

[0040]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의 관부재(120)는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게
되므로 조직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정의 가요성을 가지는 탄성의 자료로 형성된
다. 예를 들어 상기 관부재(120)의 도관(124)은 실리콘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0041]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의 지지부재(110)는 상기 관부재(120)가 가요성을 가
짐으로써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게 않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관부재
(120) 내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120)에 필요한 수준의 강성을 제공하게 된다.
[0047] 따라서 상기 지지부재(110)의 선단부(118)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관부
재(120)의 장착홈(126)를 통과하여 도관(124) 내부에 놓여서 상기 선단부(118)는 상기 관부
재(120)의 경사삽입부(128)를 관통하지는 않은 위치에 배치된다. 지지부재(110)가 관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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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에 완전히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지지부재(110)의 선단부(118)는 실질적으로 관부재
(120)의 경사 삽입부(128) 까지 연장되어 경사 삽입부(128)를 지지하게 된다.
[0055] 도 5에는 본 발명의 일 특징의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의 일부가 되는 천공수
단(200)의 사시도가 도시된다.

상기 천공수단(200)는 시술자가 상기 삽입 경로 형성수단

(100)의 시작 위치를 형성하고,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이 진행할 조직 내의 진행 경로에
대한 대략적인 경로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0056] 상기 천공수단(200)는 피부 조직에 천공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천공부
(214)를 길다란 천공로드(212)의 단부에 구비하며, 상기 천공로드(212)에서 천공부(214)의
반대편 단부에는 손잡이(210)가 형성된다.
[0011] 한편, 상기 관 부재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게 되는이 연결되어지
는1)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은 삽
입될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를 구비하
며,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는 상기 관부재의 상기 장착홈에 체결되어지는 상보적인 형상으
로 된 커넥터를 구비한다.
[0012] 이때, 상기 의료용 실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0019]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실 삽입 장치에서, 상기 관부재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수용하게 되는 테이퍼진 중공의 장착홈을 구비한 체결부를 포함하
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은, 의료용 실과 상기 의료용 실의 단부에 형성되어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를 포함한다.
[0060] 상기 푸시로드(312)는 삽입경로 형성수단(100) 및 의료용 실 공급수단(400)을 관
통하여 돌출될 수 있는 길이로 형성된다.
[0061] 도 7a는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400)의 사시도이며, 도 7b는
도 7a의 C 부분에 대한 확대도이다.
[0070] 다음으로 도 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의 단부가 피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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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실질적으로 위치(P2)까지 진입하게 되면, 시술자는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에서 관부
재(120)는 피부 조직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부재(110)만을 후퇴 분리하여 빼내게
된다.
도 9c

[0071] 다음으로 도 9d 및 도 9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부재(110)가 분리되어 탈거된
자리에, 즉 관부재(120)에는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에 삽입되어 체결된다. 이때, 상기 장
착홈(126)의 내측면에는 반경 내측 방향으로 돌출되는 어깨부(126a: 도 2)가 형성되어 있어
서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일단부가 관부재(120)의 장착홈(126)에 수용되면 상기
의료용 실 공급관(426: 도 7a)의 단부는 상기 어깨부(126a)에 안착된다.
도 9d

[0061]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은 상기 삽입경로 형
성수단(100)이 생체 조직 내에 삽입되고, 의료용 실이 삽입된 경로가 확보된 후에 관부재
(120)가 조직 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지부재(110)가 제거된 후에 상
기 관부재(120)에 연결된다.
도 7a

도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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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 상기 관 부재(120)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이 연결되어지는 테이퍼진 중
공의 장착홈(126: 도 2)을 구비한 체결부(122)를 포함하며, 상기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
은 삽입될 의료용 실(410)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426)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
유부(420)를 구비한다.
[0063] 이때, 상기 의료용 실 보유부(420)는 상기 관부재(120)의 상기 장착홈(126)에 체결
되어지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424)가 형성된 본체(422)를 구비한다.
[0064] 도 7b를 참고하면, 상기 의료용 실(410)의 단부에는 상기 의료용 실이 생체의 조
직 내에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의료용 실 지지체(414)가 형성되며,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
(414)는 상기 의료용 실 공급관(426)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
[0065]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의료용 실(410)은 루프 형상으로 되어 양 단부가 모여진 방향에 상기 의료용 실 지지체
(414)가 배치된다. 이때, 상기 의료용 실의 지지체(414)는 상기 의료용 실의 삽입 방향 쪽
단부(도면의 우측방향)에서 반대편 단부(도면의 좌측방향)로 갈수록 직경이 커지는 절두형
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즉,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용 실의 지지체(414)에서
의료용 실의 삽입 방향 쪽 단부의 직경(D1)은 지지체(414)의 반대편 단부의 직경(D2)보다
작게 형성되되, 상기 공급관(426)의 내경(D3)은 상기 지지체(414)의 최대 직경(D2)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형성된다.
[0069] 도 8 및 9a를 참조하면, 천공수단(200)을 이용하여 생체의 소정의 위치(P1)을 천
공하게 된다. 이어서 시술자는 천공수단을 뽑아낸 위치(P1)에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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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을 진입하게 된다. 이때 상기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은 관부재
(120)에 지지부재(110)가 조립된 상태로 생체의 조직에 삽입된다. 이 과정에서 관부재(120)
자체는 가요성이 있어서 관부재 자체만으로는 피부 조직 내에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지만
관부재(120) 내에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부재(110)가 삽입되어 관부재(12)의 골
격 역할을 하게 되어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은 피부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정의 위
치(P2)까지 용이하게 진입하게 된다.
[0073] 시술자가 푸시 수단(300)을 이용하여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의료용 실을 밀
어주게 되면 의료용 실은 의료용 실 공급 수단(400)의 공급관(426)을 지나서 삽입 경로 형
성수단(100)의 관부재(120) 내부로 가이드되고 관부재(120)의 단부의 경사 삽입부(128)의
출구(127)를 통하여 빠져 나오게 된다.
효과
[0024] 첫째, 삽입되는 의료용 실에 생체의 조직에 고정되는 지지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의료용 실의 일단부를 조직에 삽입하기 위한 천공홀만을 생체 조직에 형성하면 되므로 생
체 조직에 대한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0025] 둘째, 하나의 천공홀에 의료용 실을 삽입하기만 하면 피부의 주름을 방지하기 위
한 시술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술이 간편하게 된다.
[0027] 넷째, 의료용 실이 삽입되는 삽입경로 형성 수단의 관부재가 가요성이 있어서 생
체 피부 조직 내에서 진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관부재 내부에 관부재보다 큰 강성
의 지지부재를 삽입한 상태로 생체 조직 내에서 삽입 경로 형성수단이 전진하게 되므로 원
하는 삽입 경로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0031] 여덟째, 의료용 실의 삽입 경로를 형성한 후에 의료용 실 공급 수단을 관부재에
끼울 수 있어서, 삽입 경로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의료용 실이 간섭을 하지 않게 되어 삽입
경로 형성 작업이 용이하게 되며 아울러 의료용 실의 손상도 방지할 수 있다.
[0032] 아홉째, 의료용 실의 삽입 시술이 용이하게 되어 결국 의료용 실 삽입 시술의 전
체적 소요 시간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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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열번째, 의료용 실을 생체 조직의 소정의 위치에 삽입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0034] 열한번째, 조직을 당져2) 줄 수 있는 의료용 실을 신체에 삽입함으로써, 신체의 늘
어진 피부 및 조직을 리프팅하고 주름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나. 선행발명들3)
1) 선행발명 1(갑 제17호증)
2011. 1. 5. 공고된 중국 실용신안공보 제201692490호에 게재된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인체 내에 약물 또는 실 세그먼트를 삽입하기 위한 의료기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체 피하, 근막, 근육, 혈위 또는 체내 조직에 대해 환약, 실 또는 실 세그
먼트를 지향적으로 이식하는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최근 인체 내에 지효성 약물을 이식하거나 또는 인체의 혈위, 피하에 실 또는 실
세그먼트를 매입하여 암, 뇌전증, 천식, 요통을 치료하거나 또는 지속성 피임, 다이어트, 쌍
꺼풀 시술을 하는 등의 신형 의료 미용 기술이 한창 성행하고 있으나, 단 그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각종 약물 또는 실 세그먼트 삽입을 만족시킬 수 있
는 기계는 찾기가 어렵다. 종래 기술에서 어떤 것은 투관침 헤드부에 약물을 도입하는 데
에만 한정되고, 어떤 것은 투관침의 튜브 내에 1~2개의 환약만 예치 가능하여, 하나의 천
자점이 하나의 통로 내에서 환약 등의 도입물을 소량만 삽입할 수 있고, 하나의 천자점이
피하 또는 근막하에 부채꼴로 분포하여 충분한 수량의 도입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1) ‘수용하여 연결되어지는’의 오기로 보인다.
2) ‘당겨’의 오기로 보인다.
3) 선행발명 1은 고안에 해당하나 대비의 편의상 ‘발명’으로 표기한다. 한편 선행발명 1, 2, 6은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발명 1, 2, 6과 동일하고, 선행발명 7~10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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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여러 번의 천자를 통해 모든 약물을 매식할 수밖에 없어 환자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증가하며, 또한 이러한 기계는 모두 매선 수술에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일
종의 약물 도입기는 혈위에 실, 약물 분말 또는 약물 연고를 매식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고, 환약 삽입의 수요는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3] 본 발명의 목적은 인체의 피하, 근막하 또는 내장 종양 등 부위에 약물을 도입하
거나 또는 혈위, 피하에 실 세그먼트를 도입하는 데 적용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고, 포
지셔닝이 정확하며, 교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20]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도 1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회용 표적성 도입
기는 표적성 천자침(1), 도입 플런저(2), 도입 포지셔닝 튜브(3), 프리스토리지 튜브(4)의 조
합으로 구성된다. 그중 표적성 천자침(1)은 외부 투관침(11)과 중심침(12)으로 구성되며, 외
부 투관침의 니들튜브(111) 선단에 니들팁 날(111a)이 구비되고, 외부에 고정 간격의 눈금
(111b)이 마킹되어 있으며, 후단은 니들시트(112)와 고정 연결되고, 니들시트(112) 내부에
일단이 니들튜브(111) 내부 구멍과 서로 통하고, 타단은 니들시트(112)의 말미부의 루어
(luer) 테이퍼보어(112b)와 연결되는 도입공(112a)이 구비되며, 루어 테이퍼보어(112b)의 외
부 표면에 록킹 러그(locking lug) 또는 나사산(112c)이 설치되고, 중심침(12)의 코어 와이어
(121)가 니들튜브(111) 내부 구멍에 라이닝되며, 코어 와이어의 상단 경사면(121a)은 니들팁
날(111a)의 경사면과 정합된다. 도입 플런저(2)는 플런저 코어(21)와 플런저 시트(22)로 구
성되고, 도입 포지셔닝 튜브(3)는 포지셔닝 투관(31)과 록킹 너트(32)로 구성되며, 그중 포지
셔닝 투관(31)의 선단에 루어 외측 원추형 커넥터(311)가 설치되고, 커넥터의 상단에 그리
퍼(gripper)(312)가 설치될 수 있으며, 프리스토리지 튜브(4)는 중공 튜브로서, 내부 구멍의
양단에 내부 구멍보다 약간 돌출되는 스프링판(41)이 설치된다.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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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0009] 본 발명의 기술효과는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의 표적성 천자침의 선단에 니들팁
날을 구비함으로써, 필요한 부위에 천자하여 진입하기 용이하고, 니들튜브 표면에 고정 간
격의 눈금이 마킹되어 천자 시 깊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중심침의 코어 와이어가 니들
튜브 내부 구멍에 라이닝되고, 코어 와이어의 상단 경사면이 니들팁과 문합됨으로써, 비교
적 심부로 천자 시 인체 조직이 감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부 투관침의 니들시트 말미부
에 루어 테이퍼공이 설치되고, 외부 표면에 록킹 러그 또는 나사산이 설치되어 간편하게
원추를 연결하거나 또는 원추에 추가된 나사산으로 잠금 결합시킬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합을 제공한다. 도입 포지셔닝 튜브 선단에 루어 외측 원추 커넥터가 설치되며, 커넥터
상단은 그리퍼이고, 중간 부위에 록킹 러그, 나사산과 결합 및 잠금 고정되기에 용이하며,
프리스토리지 튜브와 나들튜브가 안정적으로 대접하는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 프리스토리
지 튜브(111)는 중공 튜브로서 내부 구멍은 환약 또는 실 등 도입물을 미리 보관할 수 있
다. 미리 정해진 수량의 환약 또는 실 세그먼트 등 도입물이 담긴 프리스토리지 튜브(111)
는 도입 포지셔닝 튜브(3)의 내부 구멍을 관통하여 즉시 도입 포지셔닝 튜브의 그리핑 조
에 의해 그리핑되어, 프리스토리지 튜브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 내부 구멍을 니들튜브의
내부 구멍과 효과적으로 대접시킬 수 있으며; 삽입 플런저의 플런저 코어 상단은 프리스토
리지 튜브 내부 구멍의 후단으로부터 삽입되어, 도입물을 미리 정해진 표적점 부위로 밀어
넣을 수 있다. 한 번에 멀티튜브 이상의 환약 등 도입물을 도입해야 할 경우, 빈 프리스토
리지 튜브를 뽑아 제거하고, 새로운 프리스토리지 튜브를 삽입한 다음, 삽입 플런저를 밀어
넣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충분한 수량의 도입물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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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갑 제11호증)
2012. 9. 18.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185583호에 게재된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 없는 봉합사 및 이를 포함하는 키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매
듭짓는 작업이 필요 없으며,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봉합하거나 또는 조직의 밀착, 지지, 고
정이 가능한 봉합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봉합사(suture)는 손상된 근육·혈관·신경·조직 또는 상처나 수술절개부의 연결 또는
봉합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또한, 봉합사는 쌍꺼풀 수술이나 또는 노화,

피부탄력 감소, 외상, 과용, 괴사 등에 의하여 생기는 조직(tissue)이나 피부의 처짐, 주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 등을 위하여도 사용된다. 봉합사를 사용하는 리프팅 시술은 칼을
사용하지 않고 바늘과 실로써 얼굴, 턱, 목, 복부, 질, 가슴, 힙 등의 늘어진 피부 및 조직을
올려주고 주름을 당기고 펴주는 기술로서, 피부를 과다하게 절개할 필요가 없으며, 흉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로 인한 출혈이나 부기가 적어 각광을 받고 있다.
[0003] 최근에는 표면의 외부에 미늘(barb, cog)이 형성된 봉합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미늘에 의하여 미끌어 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게 되므로 봉합 후 잘 풀리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0004] 봉합사를 사용하는 시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봉합, 조직의
밀착 또는 지지, 고정 효과를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술부위에서 봉합
사를 견고하게 유지·고정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봉합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매
듭장치가 필요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매듭과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
한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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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시술부위에서 보다 견고하게 유지, 고정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조직
을 붙들어, 봉합 및 조직의 밀착, 지지 또는 고정 효과가 우수한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매듭 공정이 필요 없는 봉합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봉합사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32]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 본 발명에서

도 4

제공하는 봉합사로 시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서 제공하는 장치에는 봉합사가 내장된 키트
(키트 A) 및 봉합사를 조직 내에 정확하게 위
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 위치 결정
용 키트(키트 B)를 포함한다.
[0034] 봉합사를 조직 내에 정확하게 위치
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 위치 결정용
키트(키트 B)는 양 말단을 연통하는 구멍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긴 관(80) 및 상기 긴 관의 연통구멍에 삽입되며 길이가 상기 긴 관
의 길이보다 길고 한쪽에 신체 내부로 삽입 가능한 선단을 가진 로드(rod; 90)를 포함한다
(도 4의 b). 상기 로드는 피부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지며, 선단이 뭉툭하거나 둥근 모양을 가지면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0035] 키트 B의 긴 관은 키트 A의 긴 관보다 길이가 짧고, 키트 A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통구멍의 직경이 키트 A의 긴 관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긴 관 및 로드는 우레탄
플라스틱, 금속 또는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
이면 어떤 소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키트 A 및 키트 B의 긴 관은 시술의 편의를 위하
여 말단에 손잡이부가 구비될 수 있다.
[0036] 도 4의 장치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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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봉합 또는 리프팅하려는 부위 또는 조직으로 키트 B를 밀어 넣는 단계, 2) 긴 관(80)
은 그대로 두고 로드(90)만 제거하는 단계(b). 3) 조직에 남겨진 긴 관(80) 속으로 키트 A를
밀어 넣는 단계(c) (이때 봉합사 지지체가 위치하고 있는 쪽을 조직의 안쪽으로 향하게 한
다.), 4) 키트 A는 조직에 남겨둔 채 키트B의 긴 관(80)을 제거하는 단계(d), 5) 가는 봉
(100)으로 봉합사 지지체를 키트A의 긴 관(70) 밖의 조직 속으로 밀어 넣는 단계(e), 6) 키
트A의 긴 관(70) 및 가는 봉(100)을 제거하는 단계(f), 7) 봉합사를 당기며 피부(또는 조직의
외부)를 봉합사 지지체 쪽으로 밀어주는 단계(g). 필요할 경우 외부(예를 들어 피부)에서 눌
러 봉합사 지지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효과
[0012]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봉합사는 봉합 조직의 밀착, 지지 또는 고정시 매듭을 짓지
않고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봉합사가 시술부위에서 견고하게 유지·고정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을 붙들어 효과가 우수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키트를 사용
하는 경우 의사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시술이 용이하고 간단하며 우수한 시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선행발명 6(갑 제18호증)
2010년 인터넷상에 공개된 “QMP’s Plastic Surgery Pulse News”에 게재된 ‘단일
의 나일론실을 사용하여 시술한 내시경 이마트임의 부가적인 고착(Supplemental
Fixation After Endoscopic Brow Elevation Using a Single Nylon Suture)’에 관한 것
이다.
4) 선행발명 7(갑 제21호증)
1999. 9. 28.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제5957893호에 게재된 ‘경질 팁 오버-더-니
들 카테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8(갑 제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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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7. 5.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제4755173호에 게재된 ‘연질 캐뉼라 피하 주
사 세트’에 관한 것이다.
5) 선행발명 9(갑 제25호증)
2008. 5. 1. 공개된 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2008-513116호에 게재된 ‘외과용 임
플란트 배치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6) 선행발명 10(갑 제28호증)
2007. 10. 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7-252404호에 게재된 ‘생체용
봉합사’에 관한 것이다.
다. 종전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공지
되어 신규성이 상실된 것이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
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2 등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852호로 심리한 후, 2014. 9. 23.

‘이

사건 정정발명은 출원 전에 공지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발명 2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
는 심결(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8. 특허법원 2014허7356호로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2015정68호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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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판원은 2015. 8. 19.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무렵 위 정정심결이 확
정되었다.
5) 위 법원은 2015. 11. 1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선행발명 2, 6 등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14. 대법원 2015후22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은 2016. 3.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심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
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6에 의
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9당3575호로 심리한 후, 2020. 9.
17.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
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와 종전 심결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
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동일 사실에 근거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
고, 종전 심결에서 진보성 부정의 증거로 제출된 선행발명 2, 6에, 새로 부가하여 제출
한 선행발명 1은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무효심
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 정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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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4, 25, 28, 30, 4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4)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7, 8, 9,
10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함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선행발명 1의 ‘니들튜브(111) 선단에 니들팁(111a)이 형성되고 코어 와이어
(121)의 상단 경사면(121a)이 니들팁 날(111a)의 경사면과 정합되는 구조’는 선단이 ‘뭉
툭하거나 둥근 모양’이 아니어서 피하 조직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나, 선행발명 2
의 키트 B는 ‘로드(90)의 선단 부분이 뭉툭하거나 둥근 모양’이어서 피하 조직의 손상
을 최소화시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위하여 바늘과
키트 B를 병용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 선행발명 2의 긴 관(80)이 가요성이 있는 소재로 될 수 있다는 점과 로드(90)
가 금속 소재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하므로, 선행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1)을 오버
-더-니들 카테터로 변경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2의 뭉툭한 천자 팁을 가진 로드(90)와
가요성이 있는 소재로 된 긴 관(80)을 포함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게 생각
4)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을 주 선행발명으로 해서 선행발명 2, 7, 8,
9, 10 중 어느 하나와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 이외의 나머지 등록무
효사유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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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낼 수 있다.
다) 구성요소 1의 도관(124)이 가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 조직으로의 삽입 시에,
신체 조직에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선행발명 2의 “상기 긴 관(80) 및 로드는 우레탄 플라스틱, 금속 또는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이면 어떤 소재를 사용하
여도 무방하다.”라는 기재는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고 유연하
여서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카테터의 소재들이 긴 관(80)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선행발명 2의 ‘우레탄 플라스틱’이 ‘연질 폴리우레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심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마) 선행발명 1과 같은 쓰루-더-니들 카테터의 구조를, 선행발명 7, 8, 9, 10과 같
은 오버-더-니들 카테터의 구조로 변경하면, 신체 조직을 천자할 수 있고, 신체 조직
내에 연질의 카테터가 유치되도록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공지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1과 같은 쓰루-더-니들 카테터의 구조를 선행발명 7, 8, 9, 10과 같은 오버-더-니들
카테터의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
다.
2)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행발명 1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거나 선행발명 1의 실 세그먼트에 채용될 수 있는 구성이라는
점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7, 8, 9, 10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함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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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부재‘는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 삽입되어 전진할 때 조
직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요성을 갖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
(1)이 이러한 가요성을 갖는다면 표적성 천자침의 선단에 니들팁 날을 구비함으로써
필요한 부위에 천자하여 진입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2를 쉽게 결합할 수 없다.
2) 선행발명 2에 제시된 ’긴 관(80)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요성 있는 관부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선행발명 2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도가 높은 재질인 ‘우레탄
플라스틱’은 ‘경질 폴리우레탄’을 의미한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료용 실 공급수단은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의료용
실을 관부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실을 형성된 삽입 경로에 고정하려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도입 포지셔닝 튜브는 니들시트의 체결부에 연결되지만 니들튜브로 의료
용 실을 공급하지 않고, 프리스토리지 튜브는 내부에 약물, 환, 약실 등 도입물을 보관
하여 니들튜브로 공급하지만 니들시트의 체결부에 체결되지 않는다.
5) 선행발명 1은 실을 니들튜브의 삽입 경로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튜브 끝단
의 조직 내부로 밀어내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에 있어 차이
가 있다.
6) 또한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도 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7)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선행발명 7, 8, 9, 10과 쉽
게 결합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이 사건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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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 관련 법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
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
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
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
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제1
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이 선행발명 1을 주 선행발명으로 하여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주 선행발
명으로 하여 선행발명 7, 8, 9, 10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함에 의해서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발명 1을 주 선행발명으로 해서 선행발명 7, 8, 9, 10 중 어
느 하나를 결합함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이전에
한 바 없으므로5), 이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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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이하에서는 선행발
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만을 살핀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청구범위 해석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따르면, ‘지지부재가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된다는 것은 지지부재가 관부재를 관통하지 않는 위치인 내부에 놓
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047] 따라서 상기 지지부재(110)의 선단부(118)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관부재
(120)의 장착홈(126)를 통과하여 도관(124) 내부에 놓여서 상기 선단부(118)는 상기 관부재
(120)의 경사삽입부(128)를 관통하지는 않은 위치에 배치된다. 지지부재(110)가 관부재(120)
에 완전히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지지부재(110)의 선단부(118)는 실질적으로 관부재(120)의
경사 삽입부(128) 까지 연장되어 경사 삽입부(128)를 지지하게 된다.

2) 선행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요소
1

선행발명 1(갑 제17호증)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

◦ 중심침의 코어 와이어가 니들튜브 내

공의 가요성 도관을 구비하는 관부재와,

부 구멍에 라이닝되며, 코어 와이어의

상기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상

상단 경사면은 니들팁의 경사면과 정합

기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

된다([0005] 참조).

는 지지로드를 포함하는 지지부재를 구

◦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는 표적성 천자

비하는 삽입경로 형성수단

침(1), 도입 플런저(2), 도입 포지셔닝 튜

5) 이는 원고도 인정한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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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3), 프리스토리지 튜브(4)의 조합으로
구성된다([0020], 도 1 참조).
◦ 표적성 천자침(1)은 외부 투관침(11)
과 중심침(core needle)(12)으로 구성되
고, 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111)의 후단
은 니들시트(112)와 고정 연결되며, 중심
침의 코어 와이어(121)가 니들튜브(111)
의 내부 구멍에 라이닝된다([0020]), 도
2 참조).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에서 지지부재가

◦ 도입 포지셔닝 튜브(3)는 프리스토리

제거된 후에 상기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

지 튜브(4)와 니들튜브(111)가 안정적으

결되어 상기 관부재를 통하여 의료용 실

로 대접하는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

을 공급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

([0009], 도 1 참조).
◦ 니들튜브의 후단은 니들시트(112)에
고정 연결되고, 니들시트(112)의 말미부
의 루어(luer) 테이퍼보어(112b)와 연결
되는 도입공(112a)이 구비된다([0009], 도

구성
요소
2

1 참조).
◦ 외부 투관침의 니들시트(112) 말미부
에 루어 테이퍼공이 설치되고, 외부 표
면에 록킹 러그 또는 나사산이 설치되어
간편하게 원추를 연결하거나 또는 원추
에 추가된 나사산으로 잠금 결합시킬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합을 제공한다
([0020] 참조)
◦ 프리스토리지 튜브(111)는 중공 튜브
로서 내부 구멍은 환약 또는 실 등 도입
물을 미리 보관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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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의 환약 또는 실 세그먼트 등 도입
물이 담긴 프리스토리지 튜브(111)는 도
입 포지셔닝 튜브(3)의 내부 구멍을 관
통하여 즉시 도입 포지셔닝 튜브의 그리
핑 조에 의해 그리핑되어, 프리스토리지
튜브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 내부 구멍
을 니들튜브의 내부 구멍과 효과적으로
대접시킬 수 있다([0009], 도 2 참조).
◦ 삽입 플런저의 플런저 코어 상단은
프리스토리지 튜브 내부 구멍의 후단으
로부터 삽입되어, 도입물을 미리 정해진
표적점

부위로

밀어

넣을

수

있다

([0009], 도 2 참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구성요소 1
(가)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의료용 실이 삽입될 경로를
형성하는 중공의 관부재(중공의 니들튜브를 구비하는 외부 투관침)6)와 관부재의 도관
에 위치하는 지지로드(코어 와이어)를 포함하는 지지부재(중심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
(나) 구성요소 1의 관부재는 가요성을 갖는 도관이고, 지지로드는 관부재의 도관
보다 강성이 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가
가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코어 와이어가 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보다 강성이 큰 것인

6)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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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차
이가 있다.
(다) 또한 구성요소 1의 지지부재는 관부재를 관통하지 않고 내부에 삽입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인 중심침의 코어 와이어는 니들팁의 경사면과 정합
되는 것이라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2) 구성요소 2
(가)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삽입경로 형성수단(외부 투관
침 및 중심침)에서 지지부재(중심침)가 제거된 후에 관부재(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의
체결부(외부 투관침의 니들시트)에 연결되어 의료용 실을 공급하는 수단(프리스토리지
튜브가 결합된 도입 포지셔닝 튜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의료용 실 공급수단은 관부재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의료용 실을 관부재(120)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실을 형성된 삽입
경로에 고정하려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도입 포지셔닝 튜브는 니들시트의 체결
부에 연결되지만 니들튜브로 의료용 실을 공급하지 않고, 프리스토리지 튜브는 내부에
약물, 환, 약실 등 도입물을 보관하여 니들튜브로 공급하지만 니들시트의 체결부에 체
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도입 포지셔닝 튜브와 프리스토리지 튜브의 2가지 부재가
합쳐져서 약액이나 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입 포지셔닝 튜브가 니들시
트의 체결부에 연결되어 있고 니들튜브를 통하여 의료용 실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도 차
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1은 실을 니들튜브의 삽입 경로에 공급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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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니들튜브 끝단의 조직 내부로 밀어내는 구성이라는 점, 즉 실을 니들튜브의 삽입
경로에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실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식별번호 [0002], [0003], [0009])에 의하면, 선행
발명 1은 피하에 실 세그먼트를 도입하는 매선 수술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고, 일반적으로 ‘매선’은 피하에 실이나 실 세그먼트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선행발명 1은 니들튜브의 삽입 경로 내에서 실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삽입 플런저가 도입물을 미리 정해진 부위로 밀
어 넣을 수 있다고 기재(식별번호 [0009])되어 있을 뿐, 실 세그먼트 전체를 니들튜브
끝단의 조직 내부로 밀어낸다고 볼 기재는 없고 오히려 약물의 도입과 실 세그먼트의
도입을 구분하고 있다. 설령 선행발명 1이 실을 니들튜브 끝단의 조직 내부로 모두 밀
어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식별번호 [0073])에 의하
면, 의료용 실을 관부재 내부로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푸시 수단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푸시 수단을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적으로 공급된 실의 형태와 위치의 차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의 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가 가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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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와이어가 외부 투관침의 니들튜브보다 강성이 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
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
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
다고 보기 어렵다.
(1) 구성요소 1의 관부재가 갖는 ‘가요성’과 관련하여, 비록 가요성의 사전적 의
미가 ‘탄성체가 외부로부터 회전력을 받았을 때 휘는 성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힘
을 받아 휘는 탄성체 도관은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1의 관부재는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 삽입
되어 전진할 때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요성을 갖는 것으로, 그 가요성
은 적어도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040]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의 관부재(120)는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게 되
므로 조직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정의 가요성을 가지는 탄성의 자료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상기 관부재(120)의 도관(124)은 실리콘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0041]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의 지지부재(110)는 상기 관부재(120)가 가요성을 가짐
으로써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관부재
(120) 내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120)에 필요한 수준의 강성을 제공하게 된다.

(2)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1의 ‘관부재의 도관 내부에 삽입되어 관부재보다 큰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지지로드’
의 구성은, 관부재가 위와 같이 가요성을 가짐으로써 생체의 피부 조직에서 전진하기
에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부재 내에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부재를 삽입하여 관부재에 필요한 수준의 강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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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관부재에 삽입된 지지로드는 관부재의 골격 역할을 하게 되어 삽입 경로 형성수
단이 피부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정의 위치까지 용이하게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0041] 상기 삽입경로 형성수단(100)의 지지부재(110)는 상기 관부재(120)가 가요성을 가짐
으로써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관부재
(120) 내에 삽입되어 상기 관부재(120)에 필요한 수준의 강성을 제공하게 된다.
[0069] 도 8 및 9a를 참조하면, 천공수단(200)을 이용하여 생체의 소정의 위치(P1)을 천공하
게 된다. 이어서 시술자는 천공수단을 뽑아낸 위치(P1)에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을 진입하게 된다. 이때 상기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은 관부재(120)에
지지부재(110)가 조립된 상태로 생체의 조직에 삽입된다. 이 과정에서 관부재(120) 자체는
가요성이 있어서 관부재 자체만으로는 피부 조직 내에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지만 관부재
(120) 내에 관부재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 지지부재(110)가 삽입되어 관부재(12)의 골격 역할
을 하게 되어 삽입 경로 형성수단(100)은 피부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정의 위치(P2)까
지 용이하게 진입하게 된다.

(3) 한편 선행발명 2의 긴 관(80)과 로드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2의 명세
서에는 아래와 같이 긴 관에 삽입되는 로드가 우레탄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이 조직
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는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긴 관(80)이 구성요소 1의 관부재가 갖는 가요성과 같은 정도의 가요성을 갖는다거나
로드가 긴 관(80)보다 큰 강성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0034] 봉합사를 조직 내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 위치 결정용 키트
(키트 B)는 양 말단을 연통하는 구멍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긴 관(80) 및 상기 긴 관의
연통구멍에 삽입되며 길이가 상기 긴 관의 길이보다 길고 한쪽에 신체 내부로 삽입 가능한
선단을 가진 로드(rod; 90)를 포함한다(도 4의 b). 상기 로드는 피부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지며, 선단이 뭉툭하거나 둥근 모양을 가지면 조
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0035] 키트 B의 긴 관은 키트 A의 긴 관보다 길이가 짧고, 키트 A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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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멍의 직경이 키트 A의 긴 관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긴 관 및 로드는 우레탄 플
라스틱, 금속 또는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이
면 어떤 소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키트 A 및 키트 B의 긴 관은 시술의 편의를 위하여
말단에 손잡이부가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2의 명세서의 “상기 긴 관(80) 및 로드는 우레탄

플라스틱, 금속 또는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이면 어떤 소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라는 기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본 공개
특허공보 특개평4-341275호(갑 제16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쇼와D50~70인 폴리에스테
르엘라스토머 소재”, 일본 공개특허공보 3-60672호(갑 제1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평
균 유리전이온도가 20~37℃ 사이에 있는 형상기억수지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11-162714호(갑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닐기 함유 직쇄상 오르가노폴리실리콘
(A), 직쇄상 오르가노 하이드로젠 폴리실리콘(B) 및 분지상 오르가노 하이드로젠 폴리
실리콘(C)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고무 조성물“, 일본 공개특허공
보 특개평9-24580호(갑 제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불소튜브 위에 실리콘고무를 적층
해서 이루어지는 복합 튜브“ 등은 모두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
고 유연하여서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카테터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재들이 긴 관
(80)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요소 1의 관부재의 가요성은 적어도 생체의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직을 뚫고 들
어갈 수 있는 정도로 경도가 높은’ 선행발명 2의 ‘긴 관(80)’의 소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선행
발명 2의 ‘우레탄 플라스틱’이 ‘연질 폴리우레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사건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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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성요소 1의 ‘관부재’와 선행발명 2의 ‘긴 관(80)’이 그
가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이상, 결론적으로 양 구성요소가 동일한 소재라고 보기 어
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더욱이 ① 선행발명 1은 인체의 피하에 실 세그먼트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표적성 천자침, 도입 플런저, 도입 포지셔닝 튜브, 프리스토리지 튜브의 조합으로 구성
되고, 그중 표적성 천자침은 외부 투관침과 중심침으로 구성되는 점, ② 아래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와 같이, 선행발명 1은 표적성 천자침의 선단에 니들팁 날을 구비하여
필요한 부위에 천자하여 진입하기 용이하고 표적성 천자침을 구성하는 니들튜브 표면
에 고정 간격의 눈금이 마킹되어 천자 시 깊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은 그 자체로 피부 조직을 천공하는 바
늘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7)
[0009] 본 발명의 기술효과는 일회용 표적성 도입기의 표적성 천자침의 선단에 니들팁 날을
구비함으로써, 필요한 부위에 천자하여 진입하기 용이하고, 니들튜브 표면에 고정 간격의
눈금이 마킹되어 천자 시 깊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중심침의 코어 와이어가 니들튜브
내부 구멍에 라이닝되고, 코어 와이어의 상단 경사면이 니들팁과 문합됨으로써, 비교적 심
부로 천자 시 인체 조직이 감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부 투관침의 니들시트 말미부에 루어
테이퍼공이 설치되고, 외부 표면에 록킹 러그 또는 나사산이 설치되어 간편하게 원추를 연
결하거나 또는 원추에 추가된 나사산으로 잠금 결합시킬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합을
제공한다.

따라서, 표적성 천자침을 구성하는 외부 투관침이 피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 즉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가요성을 가질
경우 신체의 필요한 부위를 찔러 천공하여 안으로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선행발명
7) 선행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이 천공수단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부재와 지지부재, 선행발명 2의 긴 관
과 로드는 삽입 경로 형성수단일 뿐 천공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제1회 변론조
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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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 중 외부 투관침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가요성을 갖는 재질로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
이 되므로 쉽사리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어디에도 외부
투관침의 재질을 위와 같은 가요성 있는 재질로 채택할 만한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
지 않다.
(5) 한편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선단에 니들팁날이 형성된 니들튜브와 니들튜
브의 연통 구멍에 삽입되는 코어 와이어라는 구조“와 선행발명 2의 ”피부를 천자할 수
있는 바늘과, 긴 관과, 긴 관의 연통 구멍에 삽입되는 선단이 구형인 로드라는 구조“는
균등수단인 것이고, 상호 치환하여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는 극히 용이
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니들튜브와 그 선단에 형성
된 니들팁 날은 피부를 천자하여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고, 중심침의 코어 와이
어는 외부 투관침이 비교적 심부로 천자시 인체 조직이 니들튜브 구멍 안으로 들어오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임은 앞서 본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식별번호 [0009])
와 같다.
반면에 선행발명 2의 로드는 삽입 경로 형성수단일 뿐이므로 선행발명 1의 코
어 와이어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선행발명 2의 긴 관은 피부를 천자하려는 구성
이 아니므로 선행발명 1의 니들튜브와 그 기능 및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1의 코어 와이어와 니들튜브를 선행발명 2의 로드와 긴 관으로 용이하
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 선행
발명 2를 결합하여 선행발명 1의 외부 투관침을 가요성이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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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1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그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
차이점 2는 ‘관부재의 내부에 삽입된 지지부재’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
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
부재의 내부에 삽입된 지지부재’의 구조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차이점 2를 쉽게 극복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지부재가 관부재를 관통하지 않고 내부에 삽입된
형태이므로 금속 니들이 관부재 밖으로 돌출되는 일반적인 오버-더-니들 카테터의 구
조와 차이가 있고, 신체 내부로 삽입될 경우 피부 조직과 접촉하게 되는 것은 지지부
재가 아니라 관부재이다. 반면에, 선행발명 1의 중심침의 코어 와이어는 앞서 본 선행
발명 1의 명세서 기재(식별번호 [0009])와 같이 그 상단 경사면이 표적성 천자침 선단
의 니들팁과 문합됨으로써 인체 조직이 감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피부 조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부재에 대응되는 선행
발명 1의 표적성 천자침은 그 자체로 피부 조직을 천공하는 바늘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서, 표적성 천자침을 구성하는 외부 투관침이 피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 즉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가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8).

8) 원고는 선행발명 1의 ‘니들튜브 선단에 니들팁이 형성되고 코어 와이어의 상단 경사면이 니들팁 날의 경사면과
정합되는 구조’는 선단이 ‘뭉툭하거나 둥근 모양이 아니어서 피하 조직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
하고 있다(소장 17면 마지막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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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2의 로드는 긴 관(80)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긴 관(80)을 관통하여 신체 내부로 삽입되어 피부 조직과 직접
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생체 피부 조직 내에서 전진할 경우 피부나 조직을 뚫고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로드가 피부 조직과 우선적으로 접촉
하여 삽입 경로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관부재와 선행발명
2의 로드로 이용되는 소재의 가요성의 차이로 인하여 피부 조직 손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0034] 봉합사를 조직 내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봉합사 위치 결정용 키
트(키트 B)는 양 말단을 연통하는 구멍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긴 관(80) 및 상기 긴 관의
연통구멍에 삽입되며 길이가 상기 긴 관의 길이보다 길고 한쪽에 신체 내부로 삽입 가능한
선단을 가진 로드(rod; 90)를 포함한다(도 4의 b). 상기 로드는 피부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지며, 선단이 뭉툭하거나 둥근 모양을 가지면 조
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4) 검토결과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한정하거나 부가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 역시 그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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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
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
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
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진보
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
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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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
항, 제5항, 제6항 및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
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 2는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3) 검토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취
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9)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9) 원고는 변론종결 후 갑 제31~45호증을 제출하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11(갑 제44호증, 2010. 6. 23. 공고된
중국 실용신안공보 제201510308호)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서 2021. 5. 11. 및 같은 달 2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
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이러한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론재
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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