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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두족류를 넣어두기 위하여 

해수가 통과하는 구멍이 형성된 통체와 뚜껑으로 구성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의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되는 뚜껑’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 그 설명서 문언에 의하면 “상기 통체의 상측에서 끼움 결합되어 개방된 

일면을 폐쇄하도록 양측에 길이방향을 따라 레일이 형성되고, 상기 구획공간과 마주하는 

표면에 복수개의 통공이 형성된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재와 도시를 참조하면 이

는 ‘통체에 슬라이딩 결합되는 뚜껑’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위 구



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차이(차이점 1)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뚜껑은 두족류의 양식 장치인 통체 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한 

부분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뚜껑을 열지 않고서도 위 먹이 투입구 부분을 통하여 먹이

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은 통체에 레일을 통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달리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형성된 부분이 뚜껑에 구비되어 있

지 않고, 굳이 먹이를 주려고 한다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된 뚜껑을 열어서 주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두족류가 밖으로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 대응 구성

은 그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작용효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

고 볼 수 없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통체의 상부는 직경이 넓고, 하부 해수배출부는 직경이 좁

은 상광하협의 형상’인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통체의 폭이 짧은 쪽의 

측면에서 상부 및 하부 간격을 측정해보면 상부 간격이 하부 간격에 비해 큰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대응구성은 통체의 형상이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광하협의 모양

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하부’에 해수배출부를 가지는 것인 반면, 확

인대상발명은 ‘폭이 긴 일측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1자형 통수공’을 통해 배출된다고 기재

되어 있어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제1항 발명은 해수의 순환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두족류 배설물의 배출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 2는 상부는 ‘상광

하협’의 형상을 갖춤으로써,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하여, 뚜껑에 형성된 넓은 해수 유입부

보다 하부에 위치한 좁은 해수 배출부가 유속이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성

된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체의 내부 구획공간에 일정 기간 두족류를 보관하기 

위한 두족류 보관장치라는 점에 그 발명의 주된 의의가 있는데, 통체의 하부에 해수배출

부로 작용할 수 있는 통수공의 구성이 없고, 그 해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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