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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대상 특허발명의 개요 

 

제1항 발명은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로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

재되어 있으면서  

 

‘상기 다수의 미세 조각은 분리되지 않은 박판 자성시트의 양 측면에 상기 보호 필름과 

양면 테이프가 부착된 적층시트를 플레이크 처리하여 형성되고, 상기 플레이크 처리된 

적층시트를 라미네이트 처리하여 상기 다수의 미세 조각 사이의 틈새로 상기 제1접착층

의 일부와 제2접착층의 일부가 충진되고 적층시트가 평탄화 및 슬림화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므로, 이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

시트(10)는 비정질합금 또는 나노결정립 합금의 리본을 열처리한 후 플레이크 처리하여 

다수의 미세 조각(細片)(20)으로 분리 및/또는 크랙이 형성된 적어도 1층 이상의 다층 박

판 자성시트(2), (중략) 포함하고 있다.”, “상기 플레이크 처리된 적층시트(200)는 플레이크 

처리시에 시트의 표면이 불균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플레이크 처리된 리본의 안정화가 필

요하다. 따라서, 플레이크 처리된 적층시트(200)는 미세 조각(20) 사이의 틈새(20a)로 접

착제를 채움과 동시에 평탄화, 슬림화 및 안정화를 위한 라미네이트 공정을 실시한다

(S15). 그 결과 수분 침투를 방지함과 동시에 미세 조각(20)의 모든 면을 접착제로 둘러

쌈에 의해 미세 조각(20)을 상호 분리시켜서 와전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와 같은 기

재에 의하면,  

 

1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른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는 ‘박판 자성시트가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되고, 다수의 미세 조각 틈새로 제1접착층의 일부와 제2접착층의 일

부가 충진되며, 평탄화 및 슬림화’된 구조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특허권자 원고는, ‘플레이크’는 그 형상이 ‘불균일한 형상’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명세서

에 플레이크 처리에 의하면 미세 조각으로 분리되더라도 분리 전 시트의 원래 두께를 유

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한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

트는 플레이크 처리에 의해 미세 조각이 면적방향으로는 ‘불균일한 형상’이고, 수직방향

으로는 ‘단일층 분리 구조’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쟁점 – “플레이크” 처리 기술적 의미 

 

특허법원의 판단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플레이크(flake)'의 사전적 의미는 ’(특히 다른 큰 것에서 떨어져 나온 얇은) 조각‘이어

서, ’플레이크‘라는 단어가 불균일한 형상과 균일한 형상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한다고 보

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도 ’플레이크 처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박판 자성

시트를 불균일한 형상으로 분할하는 것인지, 균일한 형상으로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플레이크 처리

를 박판 자성시트를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할(분리)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플

레이크 처리되어 분할(분리)된 미세 조각의 형상과 관련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

다.  

 

오히려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10에는 플레이크 처리에 의해 ‘균일한’ 미세 조각(20)들이 

‘균일하게’ 잘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더욱이 원고가 2016. 9. 7. 피고를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4445호로 피고가 원고의 정정 전 특허발명에 관한 특

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에서, 원고 스

스로도 정정 전 제12항 발명의 플레이크 처리가 ‘박판 자성시트를 필요한 크기의 미세 

조각들로 균일하게 분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원고가 제출한 ‘Powder Metallurgy Science(분말 야금학)’ 또는 ‘금속 분말 형상에 관한 

러시아 규격 GOST 25849’과 같은 금속 분야의 서적 등에서는 큐빅(cubic)과 같이 외부 

형상이 균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형상 중 불균일한 측면에서 원고가 주

장하는 ‘플레이크(flake)'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형상들이 그 형상의 주된 특징을 

잘 표현하는 명칭(예를 들어 ’tear drop', 'sponge' 등)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플레이크(flake)‘가 불균일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공고일(1994. 12. 26.)이 특허발명의 우선

권주장일(2011. 12. 21.)로부터 약 17년 이전인 선행발명 6의 명세서(을 제6호증)에는 ’자

성비정질합금을 편상(片狀, flake)으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2면 27행), 특허발명의 기

술분야에서 ’flake‘는 ’편상‘ 즉, ’조각 형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플레이크 처리에 의해 박판 자성시트가 다수의 미

세 조각으로 분리되므로 와전류 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Q값이 상승하여 전력전송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플레이크 처리에 의해 분할(분리)된 다수의 미세 조각이 불균

일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명세서에서도 플레이크 처리에 의해 분할(분리)된 다수의 미세 조각이 불균일한 형상

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다.  

 

④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서는 롤-투-롤 방법으로 플레이크와라미네이팅 처리

를 순차적으로 수행함에 의해 시트 성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시트의 원래 두께를 유지하

면서 생산성이 높고 제조비용이 저렴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는 미세 조각으로 분리되기 전 시트의 원래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롤-투-롤 방법에 의한 



플레이크 처리 단독에 의한 것인지 또는 플레이크 처리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라미네이트 처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 공정 모두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기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플레이크 처리

된 적층시트는 플레이크 처리시에 시트의 표면 불균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플레이크 처리

된 리본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플레이크 처리에 의하여 박판 자성시트가 하나의 층 내에서 수평방향으로만 분리되어 라

미네이트 처리 없이도 시트의 원래 두께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 5 중 어느 하나와 주지관용기

술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6을 결함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

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선행발명들의 

조합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39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