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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기재불비 

특허발명에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은 측정방법이나 측정조건에 따라 다른 값이 도

출될 수 있음에도, 명세서에 그 함량을 측정할 구체적 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해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거나 출발물질 계산법이 특

허발명의 출원 당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의 측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

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측정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2, 3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 중 그로부터 생산

되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의 물성이 구성요소 4-1, 4-2, 4-3의 각 수치한정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이나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생산방법만을 특허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 각 수치한정의 의미가 다른 발명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보태어 보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3, 즉 ‘말단 그룹의 적어도 98%가 -OH 

그룹’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 내지 한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명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P1, P1′, P2의 비가 89:1:1일 때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약 

99%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측정한 

것인지는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말단 그룹 중 -OH 말단 그룹의 함량 비율

은 고분자 물질의 특성상 절댓값을 확인할 수 없고, 핵자기공명 분광법 등과 같은 분석방

법을 통해 상대값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동일한 물질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③원고는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출발물질 계산법은 출발 물질인 쇄 전이

제, 금속 착체, 공촉매의 비율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각 중합체의 비율이 일치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시례 1, 2, 15는 출발 물질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중합체의 비율이 다르다. 

②명세서에는 실시례 1의 경우에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

였다. 이처럼 ‘수득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조성물에 대해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

단 그룹 함량을 기재한 점, 더욱이 생성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에 대해 

‘약’이라는 단어를 부가하여 어림값으로 표현한 점, 실시례 7 내지 14의 경우에는 P1a: 

P2a: P2의 비를 ‘약 50 : 1 : 1’이라고 특정하고 “상기 중합체는 … 98%를 초과하는 -OH 말

단 그룹을 가진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인 점, 실시례 16의 경우에는 OH 말단 그룹 함량

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중합



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이 실제 측정값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문단번호 [0307] 부분에서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면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92.86%

가 되는데, 명세서에는 이와 달리 그 함량이 9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이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한 것임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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