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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은 자녀와 함께하는 키즈카페 테마놀이방에 관한 것으로서, 테마별 놀이시설물

들을 설치하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공간의 형편에 따라 평면상 일직선으로 설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기억 자형 또는 디귿 자 형으로 설치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장시간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테마놀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린아이 보호자들이 놀이에 몰두해 있는 자녀와 분리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확인대상발명에는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벽면소파를 연결하는 ‘소파연결통로’ 및 장난감놀

이방에서 계단통로방을 연결하는 ‘제1수평이동연결통로’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구성요소 1의 ‘소파연결통로’는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벽면소파로 직접 이동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해 주는 것으로,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놀이를 마친 후에 바로 소파로 이동하여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휴식공간을 통과하여 그 반대편에 위

치한 소파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 중에 흥미를 잃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 동선과 중첩되어,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 및 소음에 의하여 방해받게 된다.  

 

또한, 구성요소 1의 ‘제1수평이동연결통로’는 장난감놀이방에서 계단통로방을 직접 연결

해 주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장난감놀이방에서 계단통로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휴식공간 또는 에어바운스룸에 형성된 연결통로를 통하여 이동하여야 하므

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거나 이동시 휴식공간을 침범하게 된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시설물들간에 형성된 연결통로로 인하여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싫증

을 내지 않고 흥미 있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동 동선을 벽면을 따라서 

제한할 수 있어 보호자가 아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

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벽면을 따라 일어나지 않고 휴식공간을 통과하거나 침범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놀이

시설 이용 중에 흥미를 잃게 되고, 휴식공간에 위치한 부모들이 한 눈에 아이들의 현재 

위치 및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에 의하여 방해받

게 되는 점에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에는 독서 및 휴식을 위한 오픈된 공간인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독

서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독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에는 독서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오픈된 공간의 내부벽면을 

따라 설치된 ‘소파’의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구성요소 7의 ‘독서방’은 출입구를 가

진 실내벽면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독서방’에 

설치된 ‘소파연결통로’를 통하여 ‘슈퍼마켓방’으로 연결된 ‘벽면소파’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어 휴식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동가능한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휴식공간’이나 

‘소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의 ‘독서방’과 대응되는 동일한 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결여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과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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