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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제1269215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등록 제10-1269215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특허 제1269215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경위

① 출원/출원번호 : 2012. 8. 27./제2012-93968호

② 등록 : 2013. 5. 22.

③ 무효심판 청구 : 2013. 7. 12.

④ 정정청구 : 2013. 9. 23.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하고자 하는 부

분임)

청구항 3. 가늘고 길게 만곡된 지팡이 형상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를 준

비하는 단계와; 소프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상기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의 인입

구로 장입하는 단계와; 상기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3~10

cm/sec 속도로 충전하는 단계와; 육안으로 상기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의 토출구를 확

인하여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졌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충전을 중지하고, 상기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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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분리하여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2는 삭제되었다.), (도면은 [별지 1] 참조)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2013. 9. 23. 자 정정청구;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3. 가늘고 길게 만곡된 지팡이 형상을 가지며,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소

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를 준비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소프트 아이스크림기

의 주입 튜브를 상기 용기의 인입구로 장입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용기

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3~10cm/sec의 속도로 충전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

라 한다) 및 육안으로 상기 용기의 토출구를 확인하여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졌다면 소

프트 아이스크림의 충전을 중지하고, 상기 소프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분리하

는 단계로(이하 ‘구성 4’라 한다) 이루어진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라. 비교대상발명 및 참조자료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인터넷 사이트(URL) http://cafe.〇〇〇〇〇.com/learningarden

/107에 2012. 8. 13.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옅은 황색이고

지팡이 손잡이 형상의 과자(뻥튀기 재질의 것으로 추정된다)가 줄줄이 걸려 있는 모습

과, “지팡이 아이스크림 헉!”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기 지팡이 형상 과자의 내부에 아이

스크림이 충만되어 있는 광고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별지 2] 참조).

(이하 [별지 2 내지 4]의 내용은, 당초에 제출된 갑 제5 내지 7호증이 선명하지 않

고 더욱이 갑 제7호증은 게재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들 증거를 시디(CD)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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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영상을 출력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인터넷 사이트(URL) http://〇〇〇〇〇.blog.me/60163219946에

2012. 5. 25.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옅은 황색이고 한 쪽이

지팡이 손잡이 형상이고 나선형으로 길게 감겨진 과자(뻥튀기 재질의 것으로 추정된다)

가 줄줄이 걸려 있는 모습이 있고, “20120501 인사동 지팡이 과자”, “인사동 길목에 자

리잡은 즉석 지팡이 과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별지 3] 참조).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인터넷 사이트(URL) http://〇〇〇〇〇.blog.me/70083691976에

2010. 4. 6.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뻥튀기 과자의 사이에

아이스크림(사진에서 보이는 질감으로 보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추정된다)이 들어

있는 것을 갈라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뻥튀기 아이스크림”, “안에 아이스크림이 무

지 달긴 하지만 고소하고 빠삭한 뻥튀기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별지 4] 참조).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9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인터넷 사이트(URL) http://〇〇〇〇〇.com/blog/2011/06/

ice-cream-filled-barquillos/에 2011. 6. 9.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

으로, "아이스크림이 충전된 바르킬로스(barquillos)?!"라는 제목하에, “이것은 초콜릿 소

프트아이스크림(sorbetes: 코코넛밀크와 카사바가루를 주원료로 하고 망고, 아보카도 등

의 향을 첨가하여 만든 필리핀 전통의 아이스크림)으로 충전되고 캔디를 뿌려 장식된

엑스라아지 바르킬로스다.”라는 기재가 있다([별지 5] 참조).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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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발명 5는 인터넷 사이트(URL) http://www.〇〇〇〇〇.com/

2011/09/koolstix-barquillos-en-sorbetes-ice.html에 2011. 9. 20.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쿨스틱스 셔벗(sorbetes)을 가진 바르킬로스(아이스크림이

충전된 바르킬로스)”라는 제목하에, “바르킬로스는 얇고 둥글게 만든 쿠키이다.”, “그린

힐즈(Greenhills) 쇼핑센터의 한 매점에서는 이들 손으로 둥글게 만든 비스킷을 아이스

크림으로 충전하기로 결정하였다.” 등의 기재가 있다([별지 6] 참조).

(6) 비교대상발명 6(갑 제11호증)

비교대상발명 6은 인터넷 사이트(URL) http://〇〇〇〇〇.blogspot.kr/2011/

11/all-saints-day.html에 2011. 11. 1. 게재된 내용을 캡처한 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리아(Lia)의 음식 여행”이라는 제목하에, “흥미 있는 아이디어, ... 바르킬로스에 아이스

크림을 충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기재와 아이스크림 주입기로 막대 형상의 과

자에 아이스크림 충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별지 7] 참조).

(7) 비교대상발명 7(갑 제12호증)

비교대상발명 7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조〇〇)가 판매하는 지팡이 아이스

크림에 관한 2013. 10. 23. 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http://www.〇〇〇〇〇.co.kr/arti/sp

ecialsection/esc_section/608288.html)로서, “조〇〇 사장은 ...(생략)... 우연히 인천 월미

도의 길거리 음식, 지팡이 과자를 보고 뇌가 번쩍했다.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것

은 조씨의 아이이어.”라는 내용으로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발명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별지 8] 참조).

(8) 참조 자료 : 을 제7호증의 5

을 제7호증의 5는 일본 인터넷 사이트(URL) http://www.〇〇〇〇〇.co.jp/News/

bit/E1344402274687.html?_p=1에 2012. 8. 9. 게재(2012. 8. 11. 갱신)된 내용을 캡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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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한국의 포장마차 푸드계에 최근 ‘지팡이 과자’가 등장”이

라는 제목하에, “‘지팡이 과자’라고 들었고 ... 1미터 정도 길이의 꾸불꾸불 굽은 ‘맛봉’

이다.”, “그 지팡이 과자가 여름, 최신작이 등장. 짧아진 그래도 괜찮은 크기의 원통형

스낵에 이번에는 무려 아이스크림이 막혀 있는 것이다. 가격은 1개 3000원(약 203엔).”,

“쌀로 만들 수 있는 스낵 부분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바삭하다.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달

콤함과 차가움이 입안에 밀려온다. 이 하모니는 바로 행복.”, ”아이스가 빠지지 않는(새

지 않는) J모양도 절묘하다.“ 등으로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

는 지팡이 과자를 체험한 소감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별지 8] 참조).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

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신규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3에 의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

여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3)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충전하여 판매한다는 기술이 비교대상발명 4 내지 6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지팡이 과자도 비교대상발명 7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과자

에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다는 것을 단순히 지팡이 과자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대

상발명 4 내지 7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을 상실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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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 게시물이 게재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갑 제5 내지 7호증에 나타나 있는 각 게재 날짜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청구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고 또한 부

자연스럽거나 중복적인 표현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명확하

게 하는 경우 내지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정정에 해당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뻥튀기 과자를 지팡이 형상으로 만들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로 사용한

점에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는 뻥튀기 과자의 새로운 용도에 해당한다. 또

한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구성들과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인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상업적 성공(을 제1 내지 7호증 참조) 등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효과, 즉 장시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휴대하기 용이하

고, 아삭거리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갖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성 역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3) 갑 제5 내지 7호증의 캡처 영상에는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이 찍힌 날짜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갑 제5 내지 7호증의 출처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이

게재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간단한 조

작 또는 실수에 의해 날짜의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갑 제5 내지 7호증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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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해관계

갑 제3호증(특허권 침해중지의 건에 관한 통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이 권리의 대항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의 결과에 현실적이

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정정이 인정되는 것인바,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

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의 구성 1 중 “지팡이 형상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를 준비하는”을 “지팡이 형상을 가지며,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를 준비하는”로 정정하고(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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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입 튜브를 상기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의 인입구로 장입하는”을 “주입 튜브를 상

기 용기의 인입구로 장입하는”으로 정정하며(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 구성 1 내지 4

중 “... 단계와; ... 단계와; ... 단계와; ... 단계로 이루어진”을 “... 단계; ... 단계; ... 단계;

및 ... 단계로 이루어진”으로 정정하고(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 또한 구성 4 중 “주

입 튜브를 분리하여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단계로”를 “주입 튜브를 분리하는

단계로”로 정정하는(이하 ‘정정사항 4’라 한다) 것이다.

먼저 정정사항 1에 대하여 보면, 정정사항 1의 요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의

범위를 정정 전의 ‘용기’에서 정정 후의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가하여 구

체화한 것으로,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는 이 사건 특허발

명의 명세서 [0015] 단락의 “파이프 구조의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30)는, ..., 옥수수와

밀가루가 주재료인 뻥튀기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기재의 범위 이내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정사항 2에 대하여 본다. 정정사항 2는 ‘상기’가 지칭하는 바를 ‘아이

스크림 식용 용기’에서 ‘용기’로 정정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의 불필요한 용어 중복의

상태를 제거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

된다.

또한 정정사항 3은 특허청구범위의 전체적 문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고, 정정

사항 4는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말미가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임에 비추어

구성 4 중의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라는 불필요한 용어 중복의 상태를 제거한 것

이며, 나아가 정정사항 3과 4의 조합에 의하여 위 구성 4 중의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가 구성 4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성 1 내지 4 전체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

이므로, 정정사항 3, 4 역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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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정사항 1 내지 4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정요

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1) 갑 제5 내지 7호증의 증거채택 여부

피청구인은, 갑 제5 내지 7호증의 캡처 영상에는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이 찍

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갑 제5 내지 7호증의 출처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이 게재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간단한 조작 또는 실수에 의해 날짜의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갑 제5 내지 7호

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제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채택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갑 제5 내지 7호증에 포함된 사진에 그 촬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갑 제5 내지 7호증 자체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

이라면 위 증거들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물인 갑 제5 내지 7호증의 게재

날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통상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

물을 게재할 때는 그 게재 날짜가 해당 인터넷 서버 또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부

여될 뿐이어서 게시자가 임의로 게재 날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고, 일단 게재된

게시물에 변화가 있거나 갱신될 경우에는 그 날짜가 최초 게재 날짜와 함께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한편 이 사건의 갑 제5 내지 7호증이 출력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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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가 이 사건의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로 특정 게시물의 게재 날짜가 청구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

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게재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주장을 뒷받침하

는 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청구인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4 내지 6 또는

비교대상발명 7 각각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1인 ‘지팡이 형상의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

를 준비하는 단계’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6 내지 7에는 지팡이 형상의 과자가 나타

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8에는 지팡이 과자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출원 전(발명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지팡이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는 것’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갑 제

12호증의 게재 날짜 자체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후이다), 결국 비교대

상발명 4 내지 6 또는 비교대상발명 7 각각에 의해서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신

규성이 상실될 수 없음이 분명한바, 이하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이 사건 제3

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해결수단 및 효과

일반적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과자컵이나 과자콘에 충전된다. 여기서 과자컵이

나 과자콘은 밀가루, 콘스타치, 우유, 달걀노른자 등이 함유된 유동성이 묽은 반죽을 만

들고 이것을 웨이퍼(또는 웨하스) 굽는 오븐에 구운 비스킷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용

용기인 웨이퍼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흡습성이 높아 많은 양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

을 수 없음은 물론, 가늘고 긴 만곡 형상을 갖는 용기를 만들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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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콘이나 컵과 같은 일반적인 형상의 아이스크림에

한정되어 제조되는 단점이 있었다.(이상 [0002] 내지 [0006] 단락의 배경기술 부분 참조)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인 가늘고 긴 파이프 구조의

아이스크림 식용 용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충전된 지팡이 아이스크림에 의해 달성

될 수 있고, 이에 의해 다양한 형상의 식감이 양호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용이하게 만

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이상 [0008], [0011] 단락 참조)

(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 우선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일단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임에 대하여 비교대

상발명 1에는 지팡이 아이스크림 자체만 그림으로 나타나 있을 뿐 그 제조방법에 관하

여는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물건의 개시 자체로부터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비록 특허발명이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이 그 제조된 물건만 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특허발명의 신규

성이 상실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오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옅은 황색이고 지팡이 손잡이 형

상인 과자(통상의 기술자라면 과자의 재질이 뻥튀기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가 줄줄

이 걸려 있고, 광고면에는 “지팡이 아이스크림 헉!”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팡이 형상 과

자의 내부에 아이스크림이 충만되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므로(과자 내부에 흰색의

물질이 충만되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것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임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인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지팡이 아이스크림, 즉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지고 가늘고 길게 만곡된 지팡이 형상의



- 13 -

용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충전된 지팡이 아이스크림’이 비교대상발명 1에 그대로 개

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성격을 보면, 구성 1 내지 4는 기본적

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주입기로 뻥튀기 지팡이 과자로 된 용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을 충분히 충전하여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를 완료하는 전체 과정을 단순히 4개의

단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할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구성 3에 있어서만 상기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속도를 3~10cm/sec로 수치한정하고 있을 뿐이

다.

한편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밀도가 낮고 부드러워 그 자체로는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소프트 아이스크림 주입기를 사용하여 일정 형상의 식용 용기에 주입

하여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뻥튀기 재질의

지팡이 과자 내부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충만된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

명의 구성 1인 ‘지팡이 형상의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를 준비

하는 단계’, 구성 2인 ‘소프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용기의 인입구로 장입하는

단계, 구성 3 중 ‘용기 내부로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단계’ 및 구성 4인 ‘용기의 토출

구를 확인하여 충분한 충전이 확인되면 아이스크림의 충전을 중지하고 소프트 아이스

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분리하는 단계’ 모두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구성 3은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속도를

3~10cm/sec로 수치한정하고 있으나, 아이스크림 주입기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용기

내부로 충전함에 있어서 그 속도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밀도 등 유동성, 아이스크림기

주입튜브의 구경, 뻥튀기 지팡이 과자의 길이, 내부 직경 및 표면상태 등 여러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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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 위와 같은 아이스크림 충전 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연관된 한정 없이 단지 그 충전 속도만을

3~10cm/sec로 수치한정한 점으로부터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뻥튀기 지팡이 과

자로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주입’이라는 구성만을 위한 특유의 기술적 의의를 파악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로부터도 위 충전 속도 한정의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

재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3의 위 아이스크림 충전 속도에 대한 수치한정은 지

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으로서의 기술적 의의가 미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인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구성은 그 제조

된 물건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지팡이 아이스크림으로부터 파악되는 구성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 또한 다양한 형상의 식감이 양호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

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지팡이 아이스크림도

종래의 웨이퍼로 된 과자컵이나 과자콘에 충전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비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나아간 것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식감이 양호한 아이스크림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점도 비교대상발명 1의 지팡이 아이스크림에서 단순히 뻥튀기 지팡이 과

자 안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만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효과이므로, 발명의 효과

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동일하다.

(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식감이 양호’라는 효과와 관련하여 을 제7호증의 5

를 참조하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출원 전인 2012. 8. 9.에 이미 비교대상발명 1

과 같은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체험한 일반 공중(일본 관광객)이 그 식감의 양호함을

“쌀로 만들 수 있는 스낵 부분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바삭하다.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달

콤함과 차가움이 입안에 밀려온다. 이 하모니는 바로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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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검토 결과

이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인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은 비교대상

발명 1의 지팡이 아이스크림 자체에 의해 그 신규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청구인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와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 내지 7의

조합에 의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위 각 증거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핀다.

(가)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조합과의 대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내지 4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주입기로 뻥튀기 지팡이 과자로 된 용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

분히 충전하여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전체 과정을 단순히 4개의 단계로 구분

한 것에 불과할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구성 3에 있어서만 상기 용기의 내부로 소프

트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속도를 3~10cm/sec로 수치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구성 1 내지 4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뻥튀기 지팡이 과자가 나타

나 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 뻥튀기 과자의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구성과 바

삭한 뻥튀기랑 그 안에 들어 있는 단맛의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리는 식감을 가진다는

효과가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내용을

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인 ‘뻥튀기 지팡이 과자에 소프트 아

이스크림을 충전시켜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구성에 쉽게 상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통상 소프트 아이스크림 주입기를 사용하여 일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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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식용 용기에 주입하여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구성을 ‘구성 1 내지 4와 같은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구성 역시 쉽게 설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성 3은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속도를

3~10cm/sec로 수치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로부터 위 충전 속도

한정의 기술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수치한정은 소프트 아이스크

림의 밀도 등 유동성, 아이스크림기 주입튜브의 구경, 뻥튀기 지팡이 과자의 길이, 내부

직경 및 표면상태 등의 요소를 특별히 감안함이 없이 경험상 단순히 설정한 구성에 불

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3에 개시된

기술내용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발명 4 내지 7의 조합과의 대비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내지 4 중 ‘뻥튀기 지팡이 과자’라는 구성에 대

응하여 비교대상발명 7에 지팡이 과자가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에

서 이미 실시되었음이 나타나 있으며{”조〇〇(39) 사장은 ... 우연히 인천 월미도의 길거

리 음식, 지팡이 과자를 보고 뇌가 번쩍했다.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것은 조씨의

아이디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으로 구성 1 내지 4 중 ‘봉형상 과자 안에 아이스

크림을 충전’하는 구성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4 내지 6에 걸쳐 봉형상의 바르킬로스

(barquillos)에 소프트 아이스크림(sorbetes)을 아이스크림기로 주입하여 충전하는 모습

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내

용을 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인 ‘뻥튀기 지팡이 과자에 소프

트 아이스크림을 충전시켜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구성에 쉽게 상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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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내지 4와 같은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구성’ 및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충전하는 속도를 3~10cm/sec

로 수치한정’하는 구성 역시 위 ‘(가)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조합과의 대비’ 항목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 내지 7에 개

시된 기술내용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검토 결과

이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

내지 7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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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도면 부호의 설명>

30: 아이스크림 지팡이 식용 용기, 50: 소프트 아이스크림, 70: 초코렛,

100: 지팡이 아이스크림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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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 1(갑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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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비교대상발명 2(갑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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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비교대상발명 3(갑 제7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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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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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비교대상발명 4(갑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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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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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비교대상발명 6(갑 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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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비교대상발명 7(갑 제12호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