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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이 2017. 1. 10. 2016정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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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액정 조성물 및 액정 표시 소자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 15./ 2009. 1. 22./ 2011. 7. 21./ 2014. 3. 12./ 제13759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제1 성분으로서 식 (1)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 제2 성분으로서 식 (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
의 화합물 및 제3 성분으로서 식 (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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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1, R2, R3 및 R4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
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이고; R5 및 R6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
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 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
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옥시, 프로페닐
에테르, 옥시란, 옥세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적어도 1개의 R5 및 R6은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옥시, 프로페닐에테르, 옥시란, 옥세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고리 A
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또는 1,4-페닐렌이고; 고리 B 및 고리 C는 독립적으
로 1,4-시클로헥실렌, 1,4-페닐렌, 2-플루오로-1,4-페닐렌, 3-플루오로-1,4-페닐렌 또는
2,5-디플루오로-1,4-페닐렌이고; 고리 D 및 고리 E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1,
4-페닐렌, 2-플루오로-1,4-페닐렌, 3-플루오로-1,4-페닐렌, 2,3-디플루오로-1,4-페닐렌,
2,5-디플루오로-1,4-페닐렌, 3,5-디플루오로-1,4-페닐렌, 2-메틸-1,4-페닐렌, 3-메틸-1,
4-페닐렌 또는 2,6-나프탈렌이고; Z1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에틸렌, 메틸렌옥시 또는
카르보닐옥시이고; Z2 및 Z3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이고; k 및 j는 독립적으로
1, 2 또는 3이고; m은 0, 1 또는 2이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제1 성분이 식 (1-1) 내지 식 (1-7)로 나타내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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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여기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이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제2 성분이 식 (2-1) 내지 식 (2-1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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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여기서 R 및 R 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이다.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제2 성분이 식 (2-1) 내지 식 (2-1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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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3

및 R4 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

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이다.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1) 내지 식 (3-23) 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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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여기서 R 및 R 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옥시, 프로페닐에테르, 옥시란, 옥세
6

5

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적어도 1개의 R 및 R 은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
옥시, 프로페닐에테르, 옥시란, 옥세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Z2 및 Z3은 독립적으로 단
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 가 -O-로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이다.
【청구항 6】제4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1) 내지 식 (3-2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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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5 및 R6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 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옥시, 프로 페닐에테르, 옥시란, 옥세
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적어도 1개의 R5 및 R6은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닐
2

3

옥시, 프로페닐에테르, 옥시란, 옥세탄 또는 비닐케톤이고; Z 및 Z 은 독립적으로 단결
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2
의 알킬렌이다.
【청구항 7】제5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9】제5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
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0】제6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

- 10 -

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1】제5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4)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
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2】제6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4)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
서 선택되는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3】제1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을 제외한 액정 조성물의 중량에 기초하
여, 제1 성분의 비율이 10중량％ 내지 60중량％의 범위이고, 제2 성분의 비율이 5중
량％ 내지 50중량％의 범위이고, 그리고 제3 성분을 제외한 액정 조성물 100중량부에
대해, 제3 성분의 비율이 0.05중량부 내지 10중량부의 범위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4】제1항에 있어서, 제4 성분으로서 식 (4-1) 내지 식 (4-3)으로 나타
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추가로 함유하는 액정 조성물

여기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이고; 고리 A 및 고리 G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또는 1,4-페닐렌
이고; 고리 F는 독립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피란-2,5-디일, 1,4-시클로헥실렌, 1,4-페닐

- 11 -

1

4

렌 또는 2,3-디플루오로-1,4-페닐렌이고; Z 및 Z 는 독립적으로 단결합, 에틸렌, 메틸
렌옥시 또는 카르보닐옥시이고; X1 및 X2는 일방이 불소이고, 타방이 염소이며; X3은
수소 또는 메틸이고, X3이 수소인 경우에는 적어도 1개의 고리 F는 테트라하이드로피
란-2,5-디일 또는 2,3-디플루오로-1,4-페닐렌이고; r 및 t는 독립적으로 1, 2 또는 3이
고; p 및 q는 독립적으로 0, 1, 2 또는 3이고, 그리고 p 와 q의 합이 3 이하이다.
【청구항 15】제14항에 있어서, 제4 성분이 식 (4-1-1) 내지 식 (4-1-3), 식 (42-1) 내지 식 (4-2-15) 및 식 (4 -3-1) 내지 식 (4-3-4)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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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

2

1

2

12의 알케닐이고; 고리 A , 고리 A , 고리 G 및 고리 G 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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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또는 1,4-페닐렌이고; Z 및 Z 는 독립적으로 단결합, 에틸렌, 메틸렌옥시 또는 카
르보닐옥시이다.
【청구항 16】제1항에 있어서, 중합 개시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액정 조성물
【청구항 17】제1항에 있어서, 중합 금지제를 추가로 함유 하는 액정 조성물
【청구항 18】제1항에 있어서, 네마틱상의 상한 온도가 70℃ 이상이고, 파장 58
9㎚에 있어서의 광학 이방성(25℃)이 0.08 이상이고, 그리고 주파수 1㎑에 있어서의 유
전율 이방성(25℃)이 -2 이하인 액정 조성물
【청구항 19】제1항에 기재된 액정 조성물을 함유하는 액정 표시 소자
【청구항 20】제19항에 있어서, 액정 표시 소자의 동작 모드가 VA 모드, IPS 모드
또는 PSA1) 모드이고, 액정 표시 소자의 구동 방식이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인 액정 표시 소
자
【청구항 21~35】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로 AM(active matrix) 소자 등에 적합한 액정 조성물 및 이
조성물을 함유하는 AM 소자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전율 이방성2)이 부(負)인 액
정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조성물을 함유하는 IPS(in-plane switching) 모드, VA

1)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란 경사각을 형성시키는 방식 중의 하나로, 중합성 화합물에 UV
를 조사하여 배향막 표면에 폴리머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중합 가능한 화합물을 포함한
액정 조성물을 사용하여 셀을 형성한 후 전압을 인가하면서 UV를 조사하여 모노머를 중합해 폴리머
화 시킨다. 이와 같이 중합된 폴리머는 배향막의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폴리머 형상이 전압 인가
시의 액정의 배향 상태를 기억하므로, 액정이 미리 정해진 배향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폴리머에
의하여 액정의 움직임이 빨라져 응답 속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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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alig㎚ent) 모드 또는 PSA(polymer sustained alig㎚ent) 모드 등의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 표시 소자에 있어서 액정의 동작 모드에 기초한 분류는 PC(phase change),
TN(twisted nematic), STN(super twisted nematic), ECB(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
ngence), OCB(optically compensated bend), IPS(in-plane switching), VA(vertical ali
gnment),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 모드 등이다. 소자의 구동 방식에 기초
한 분류는 PM(passive matrix)과 AM(active matrix)이고, 이들 소자는 적절한 특성을
갖는 액정 조성물을 함유하며, 액정 조성물은 네마틱상(nematic phase)3)을 갖는다.
양호한 일반적 특성을 갖는 AM 소자를 얻기 위해서는 조성물의 일반적 특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2가지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의 관련은 아래 표와 같다.

즉, 네마틱상의 온도 범위는 소자의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와 관련되는데, 네
마틱상의 바람직한 상한 온도는 70℃ 이상이고, 바람직한 하한 온도는 -10℃ 이하
이다.
조성물의 점도는 소자의 응답 시간에 관련되는데, 소자로 동영상을 표시하기 위
해서는 짧은 응답 시간이 바람직하므로, 조성물에 있어서의 작은 점도가 바람직하
다. 또한 낮은 온도에 있어서의 작은 점도는 보다 바람직하다.
조성물의 광학 이방성은 소자의 콘트라스트비에 관련한다. 조성물의 광학 이방성
(Δn)과 소자의 셀 갭(d)의 곱(Δn × d)은 콘트라스트비를 최대로 하도록 설계된다.
적절한 곱의 값은 동작 모드의 종류에 의존한다. VA 모드 또는 PSA 모드의 소자에
서는 0.30 내지 0.40㎛의 범위, IPS 모드의 소자에서는 0.20 내지 0.30㎛의 범위이
다. 이 경우 작은 셀 갭의 소자에는 큰 광학 이방성을 갖는 조성물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에 있어서의 절대값이 큰 유전율 이방성은 소자에 있어서의 낮은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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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작은 소비전력과 큰 콘트라스트비에 기여한다. 따라서 절대값이 큰 유전율 이
방성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에 있어서의 큰 비저항은 소자에 있어서의 큰 전압 유지율과 큰 콘트라스
트비에 기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실온뿐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도 큰
비저항을 갖는 조성물이 바람직하다. 장시간 사용한 후, 실온뿐만 아니라 높은 온도
에서도 큰 비저항을 갖는 조성물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및 열에 대한 조성물의 안정성은 액정 표시 소자의 수명에 관련된다. 이
들 안정성이 높을 때 소자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액정 프로젝터, 액
정 텔레비전 등에 사용하는 AM 소자에 바람직하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①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상의 낮은 하
한 온도, 작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
에 대한 높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특
성을 충족시키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고, ②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갖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며, ③ 이와 같은 조성물을 함유하는 액정 표
시 소자를 제공하고, ④ 또한 작은 광학 이방성 또는 큰 광학 이방성인 적절한 광
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자외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을 갖는 조성물과
짧은 응답 시간, 큰 전압 유지율, 큰 콘트라스트비, 긴 수명 등을 갖는 AM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1 성분으로서 식 (1)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 제2 성분으로서 식 (2)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 및 제3 성분으로서 식 (3)으로 나타
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액정 조성물 및 이
조성물을 함유하는 액정 표시 소자로 구성된다.

2) “유전율”이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유전율이 높을수록 전하를 많이 저장하며 전류는
잘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즉, 금속과 같은 물질은 음(negative)의 유전율을 갖는다.
한편, “이방성(異方性)”이란 방향에 따라 전기적 또는 광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재료의 성질을 의미하
고, “비등방성(非等方性)”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액정 조성물의 “유전율 이방성”이라 함
은 방향에 따라 유전율이 다른 액정 조성물의 성질을 가리킨다.
3) “네마틱상”이란 액정(Liquid Crystal)이 갖는 여러 상태(phase) 가운데 액정을 구성하는 긴 막대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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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상의 낮은 하한 온도, 작
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에 대한 높
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특성을 충족
시키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고,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갖
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4(갑11호증)
2008. 1. 17. 공개되어 미국 특허출원공보 US 2008/11984 A1호에 게재된 ‘액정
조성물 및 액정 표시 소자(LIQUID CRYSTAL COMPOSITION AND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선행발명 4는 주로 AM(active matrix) 소자에 적절한 액정 조성물 및 그 조성물을
함유하는 AM 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 조성물
및 위 조성물을 함유하는 IPS(in-plane switching) 모드 또는 VA(vertical alignment)
모드의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 표시 소자에 있어서 액정의 동작 모드에 근거한 분류는 PC(phase change),

양의 분자들이 액체와 같이 불규칙하게 존재하면서도 긴 축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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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wisted nematic), STN(super twisted nematic), ECB(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
ngence), OCB(optically compensated bend), IPS(in-plane switching), VA(vertical ali
gnment) 등을 포함하고, 소자의 구동 방식에 근거한 분류는 PM(passive matrix)과
AM(active matrix)을 포함한다.
한편, 이들 소자는 적절한 특성을 가지는 액정 조성물을 함유하고, 액정 조성물은
네마틱상을 가진다. 양호한 일반적 특성을 가지는 AM 소자를 얻기 위해서는 조성
물의 일반적 특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가지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의 관련은 아
래 표와 같다.

즉, 네마틱상의 온도 범위는 소자가 사용될 수 있는 온도 범위와 관련되는데, 네
마틱상의 바람직한 상한 온도는 70℃ 이상이며, 네마틱상의 바람직한 하한 온도는 10℃ 이하이다. 조성물의 점도는 소자의 응답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소자로 동영상
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짧은 응답 시간이 바람직하고, 조성물의 작은 점도가 바람직
하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의 작은 점도는 보다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선행발명 4의 장점 중 하나는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및 낮은 하한 온도, 작
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에 대한 높
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 중 여러 개를 충족하는 액정 조성물
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4는 위의 여러 특성 중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하여
적절한 밸런스를 갖는 액정 조성물과 이러한 조성물을 함유하는 액정 표시 소자이
고,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자외
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을 갖는 조성물이며, 짧은 응답 시간, 큰 전압 유지율,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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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스트비, 긴 수명 등을 갖는 AM 소자이다.
선행발명 4의 액정 조성물은 제1 성분으로서 아래 식 (1-1)에서 나타내지는 화합
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개의 화합물, 제2 성분으로서 식 (2-1) 내지 식
(2-6)에서 나타내지는 화합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개의 화합물 및 제3
성분으로서 식 (3-1)에서 나타내지는 화합물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함유하며,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R1, R3 및 R5는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에서 12의 알킬 또는 탄소수 2
에서 12의 알케닐이고; R2 및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에서 12의 알킬, 탄소
수 2에서 12의 알케닐 또는 탄소수 1에서 12의 알콕시이고; R6은 각각 독립적으로
탄소수 1에서 12의 알킬, 탄소수 1에서 12의 알콕시, 탄소수 2에서 12의 알케닐이
다.

2) 선행발명 5(갑6호증)
2004. 1. 16.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제10-2004-5616호에 게재된 ‘액정 매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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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선행발명 5는 1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을 갖
는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재로 하는 액정 매질, 전기-광학 목적을 위한 위 액정 매질
의 용도 및 위 액정 매질을 포함하는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DAP(정렬상
의 변형), ECB(전기 제어 복굴절), CSH(컬러 수퍼 호메오트로픽) 또는 VA(수직 정렬)
효과{예를 들어, MVA(다영역 수직 정렬) 또는 PVA(패턴화 수직 정렬) 효과}를 기초
로 하는 표시장치를 위한 액정 매질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의 액정 매질이 사용되는 VA 표시장치는 상대적으로 짧은
응답 시간을 갖지만, 특히 회색 음영 응답 시간의 추가적인 단축이 필요하다. 액정
측에서, 액정(LC) 혼합물의 회전 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원칙적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다.
VA 기술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은 간섭 디스클리네이션(disclination)4) 라인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 스위칭을 달성하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폴리이미드를
함유하는 (LC 분자의 정렬을 위해 사용된) 정렬 층이 사실상 LC 분자의 우선 정렬
(소위 선경사5))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특별
한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선경사(pretilt)는 셀에서 소위 돌출부를 부
가함으로써 소위 MVA 모드에서 분자에 지정되거나, 예를 들어 PVA 모드 에서와
같이 소위 주변 자장 효과가 이용된다.
새로운 기술은 액정 혼합물에 소량으로 첨가된 중합성 메소제닉 또는 액정 화합
물{반응성 메소젠(RM)6)으로도 공지됨}을 중합하면 특정한 선경사각을 설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LC 물질을 사용하여도 VA 표시장치의 전기-광학
특성의 적절한 최적화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수많은 회색 음영, 고콘트라스트 및 광범위한 관측각을 조장하고, UV 노
출 후에 전압 보유율(HR) 값이 낮고, 위 단점을 나타내지 않거나 단지 작은 정도로
단점을 나타내며, 넓은 작업 온도 범위와 동시에 매우 높은 고유 저항, 심지어 저온
에서의 짧은 응답 시간 및 낮은 임계 전압을 갖는, 특히 ECB, VA, MVA, PVA 및 CS
H 유형의 MLC 표시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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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5의 목적은 위 단점을 갖지 않거나 작은 정도로 갖고, 선경사각의 설정
을 조장하며, 바람직하게는 동시에 매우 높은 고유 저항, 낮은 임계 전압 및 짧은
응답 시간을 갖는 MLC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선행발명 5는 하기 화학식 1의 1종 이상의 화합물, 하기 화학식 2의 1종 이상의
화합물 및 1종 이상의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의 유전율
비등방성을 갖는 극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재로 하는 액정 매질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

화학식 2 :
1

2

위 식에서 R 및 R 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1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
킬(여기서 1 또는 2개의 인접하지 않은 CH2기는 또한 O 원자가 서로 직접 결합하
지 않도록 -O-, -CH=CH-, -CO-, -OC-O- 또는 -COO-에 의해 치환될 수 있음)이고,
는

이다.

이때 중합성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아래 화학식 15로부터 선택된 반응성 메소젠
(RM)이다.
1

1

1

1

1

2

화학식 15 : P -Sp -X -A -(Z -A )n-R
위 식에서 R은 H, F, Cl, CN, SCN, SF5H, NO2 또는 1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된 알킬(여기서 1 또는 2개의 인접하지 않은 CH2기는 또한 O
및/또는 S 원자가 서로 직접 결합하지 않도록 -O-, -S-, -CO-, -OCO-, -COO-, -O-C
OO-, -S-CO-, -CO-S-, -CH=CH- 또는 -C≡C-에 의해 치환될 수 있음)이거나 -X2-Sp2
-P2이고, P1 및 P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중합성기이고, Sp1 및 Sp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스페이서기 또는 단일 결합이고, X1 및 X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O-,
-S-, -OCH2-, -CH2O-, -CO-, -COO-, -OCO-, -OCO-O-, -CO-NR0-, -NR0-CO-, -O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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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O- -SCH2-, -CH2S-, -CH=CH-COO-, -OOC-CH=CH- 또는 단일 결합이고, A1
및 A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1,4-페닐렌(여기서 1개 이상의 CH기는 또한 N에 의
해 치환될 수 있음), 1,4-사이클로헥실렌(여기서 1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CH2기는
또한 O 및/또는 S에 의해 치환될 수 있음), 1,4-사이클로헥세닐렌, 1,4-비사이클로[2.
2.2]옥틸렌, 피페리딘-1,4-디일, 나프탈렌-2,6-디일, 데카하이드로나프탈렌-2,6-디일,
1,2,3,4-테트라하이드로나프탈렌-2,6-디일 또는 인단-2,5-디일이며, 이때 이들 모든
기는 L에 의해 일치환 또는 다치환되거나 비치환되고, L은 F, Cl, CN 또는 1 또는 7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킬, 알콕시, 알킬카보닐, 알콕시카보닐 또는 알킬카보닐옥
시(여기서 1개 이상의 H 원자는 또한 F 또는 Cl에 의해 치환될 수 있음)이고, Z1은
-O-, (중략) -CF2CF2-, -CH=CH-, -CF=CF-, -C≡C-, -CH=CH-COO-, -OCO-CH=CH-, C
R0R00 또는 단일 결합이고, R0 및 R00은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H 또는 1 내지 4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킬이고, n은 0, 1 또는 2이다. 이때 P1 및 P2가 특히 바람직하
게는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이다.
효과
선행발명 5의 화학식 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과 중합성 화합물, 특히 화학식 15
의 화합물을 조합하면, 여전히 높은 투명점 및 높은 HR 값을 갖는 선행발명 5에 따
른 매질에서 낮은 임계 전압, 낮은 회전 점도 및 매우 양호한 저온 안정성을 나타
내고, VA 표시장치에서 선경사각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LC 매질은 기존 기
술분야의 매질에 비해 VA 표시장치에서의 응답 시간, 특히 회색 음영 응답 시간도
또한 상당히 단축시킨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은 2016. 7.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6, 20을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
4) “디스클리네이션(disclination)”이란 액정상에서 관찰되는 결함 중 ‘선형 결함(line defect)’의 형태로서
국부적인 배향의 결함을 의미한다.
5) “선경사각(pretilt angle)”이란 기판 표면과 액정 분자 사이의 각을 의미한다. 선경사각은 액정 디스플
레이의 전기광학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선경사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문턱 전압이 크게
달라진다.
6) “반응성 메소겐(Reactive Mesogens)”이란 중합 가능한 화합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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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갑4호증의 1,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정73 사건으로 심리하게 되었다.
정정심판 청구 당시의 청구범위7)
【청구항 1】 제1 성분으로서 식 (1)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 제2 성분으로서 식 (V-HH-3)의 화합물(이하 ‘정정사항 1’) 및 제3 성분
으로서 식 (3)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을 함유
하고,

1

(여기서 R 은,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2

5

6

이고; R 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이고(이하 ‘정정사항 2‘); R 및 R 은 메타크릴
레이트이고(이하 ‘정정사항 3‘); 고리 A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또는 1,4-페닐
렌이고; 고리 D 및 고리 E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1,4-페닐렌, 2 -플루오로1,4-페닐렌, 3-플루오로-1,4-페닐렌, 2,3-디플루오로-1,4-페닐렌, 2,5-디플루오로-1,4-페
닐렌, 3,5-디플루오로-1,4-페닐렌, 2-메틸-1,4-페닐렌, 3-메틸-1,4-페닐렌 또는 2,6-나프
1

2

탈렌이고; Z 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또는 메틸렌옥시이고(이하 ‘정정사항 4’); Z 및 Z
3

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

환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이고; k는 1 또는 2이고(이하 ‘정정사항 5’); m은 0,
1 또는 2이다.)
상기 제1 성분은 하기 식 (3-HB(2F,3F)-O2)의 화합물 및 식 (3-HH1OB(2F,3F)-O2)
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및 하기 식 (3-HBB (2F,3F)-O2)의 화합물을 포함하
는 액정 조성물(이하 ‘정정사항 6‘)

(3-HB(2F,3F)-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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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H1OB(2F,3F)-O2)

(3-HBB(2F,3F)-O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성분이 식 (1-1), 식 (1-4) 및 식 (1-7)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서, 식 (3-HB(2F,3F)-O2), 식 (3-HH1OB(2F,3F)-O2)
및 식 (3-HBB(2F,3F)-O2)의 화합물과 상이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더 포함하는(이
하 ‘정정사항 7’) 액정조성물

1

여기서 R 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지 12
2

의 알케닐이고, R 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이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2성분이 식 (2-1) 내지 식 (2-3), 식 (2-6), 식 (2-7),
식 (2-9) 및 식 (2-10)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서, 식 (V-HH
-3)의 화합물과 상이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더 포함하는(이하 ‘정정사항 8’) 액정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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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여기서 R 및 R 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
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
지 12의 알케닐이다.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 성분이 식 (2-1) 내지 식 (2-3), 식 (2-6), 식 (2-7),
식 (2-9) 및 식 (2-10)으로 나타내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서, 식 (V-HH
-3)의 화합물과 상이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을 더 포함하는(이하 ‘정정사항 8’) 액정
조성물

여기서 R3 및 R4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
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내
지 12의 알케닐이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1) 내지 식 (3-23)으로 나타내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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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식 (3-1) 내지 (3-23)은 생략}
여기서 R5 및 R6은 메타크릴레이트(이하 ‘정정사항 9’); Z2 및 Z3은 독립적으로 단
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환된 탄소수 1 내
지 12의 알킬렌이다.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제3 성분이 식 (3-1) 내지 식 (3-23)으로 나타내는 화
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액정 조성물
{식 (3-1) 내지 (3-23)은 생략}
여기서 R 및 R6은 메타크릴레이트(이하 ‘정정사항 9’); Z2 및 Z3은 독립적으로 단
5

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환된 탄소수 1 내
지 12의 알킬렌이다.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액정 표시 소자의 동작 모드가 PSA 모드이고(이하
‘정정사항 10’), 액정 표시 소자의 구동 방식이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인 액정 표시
소자

2) 그러던 중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은 2016. 11. 30. 원고들에게,「이 사건 정정발
명의 전체 청구항은 모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와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
이 부정되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정의
견제출통지(을1호증)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6. 12. 19. 위 통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심판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10.「이 사건 정정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발명

7) 아래 밑줄을 쳐서 표시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하 원고의 위 2016. 7. 8.자 정정심
판 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 이 사건 정정청구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 개별 청구항을 ‘정정청구항 O’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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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
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이 사건 정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3호증)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와 4의 결합
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
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소송의 심리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 쉽게 발명될 수 있는지 여부로 한정되어
야 하는 것이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 5와 비교할 때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의 판단과 같이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거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
이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 모두에 의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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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통틀어서는 ‘피고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하
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136조 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8)
1) 비록 특허심판원은 정정의견제출통지 및 이 사건 심결에서 주된 선행기술을
선행발명 5로 삼아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미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주된 선행기술을 선행발명 4로 삼아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
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당
연히 이 사건 소송의 심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거나 선행
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두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하는 만큼,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8) 이 사건에서 피고 등은 당초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2017. 8. 2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고, 그 밖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주장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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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3. 이 사건 정정발명 중 정정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이 사건 소송의 심리범위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 중 정정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먼저 특허법상 등록정정심판사건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
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
니라,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은 2016. 11. 30. 원고들에게
‘정정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와 선행발명 4의 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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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면서, 아래 대비표와 같이 정정청구항 1과
선행발명 4, 5의 각 구성을 대비함으로써, 선행발명 5 외에 선행발명 4 역시 정정청구
항 1과의 대비 대상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을1호증).
정정청구항 1
제1 성분
(1)

선행발명 5

선행발명 4

(2-1)

화학식 1 :
화학식 2 :

(2-5)
(3-1)
5

R 는 C1 내지 C12의 알킬

화학식 4 :

또는 C2 내지 C12의 알케

제2 성분

6

닐, R 은 C1 내지 C12의
알킬, C1 내지 C12의 알콕

화학식 4b :
(V-HH-3)

시, C2 내지 C12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수소가 불소
로 치환된 C2 내지 C12의
알케닐

제3 성분
(3)

화학식 15 :
1

1

1

1

1

2

P -Sp -X -A -(Z -A )n-R

3)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2016. 8. 1., 10. 11. 및
11. 24. 3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4
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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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구항 1에 대한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정보제출
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12~14호증).
4) 또한 원고들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2016. 8. 29.자 심
판사건의견서에서는 ‘기존의 액정 조성물(선행발명 4)에 단순히 중합 가능한 모노머(선
행발명 5)를 추가한다고 하여 당연히 PSA 모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 2016. 11. 7.자 기술설명회 요지서에서도 ‘정정청구항 1은 선행발명 4
및 선행발명 5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인데, PSA
방식인 선행발명 5의 중합 가능 화합물만을 따로 떼어내서 PSA 방식이 아닌 선행발명
4에 결합할 동기가 없는데다가, 설령 이들을 결합하더라도 정정청구항 1이 도출될 수
는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반박을 한 바 있다(을11, 15호증).
5)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적어도 정정청구항 1이 선행발명 4에
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
도 실질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 그와 같이 하
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정정청구항 1과 선행발명 4의 구성 대비
1) 정정청구항 1의 구성 분석
정정청구항 1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할 때,
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1 성분,

식 (1)의 화합물 군에서 선

식 (V-HH-3)의 화합물인 제2 성분 및

식 (3)의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3 성분으로 구성된 액정 조
성물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제1 성분은 기본적으로 식 (1)로 표현되는 화합물의 군

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이하 ‘기본성분’)이면서도, 추가로 ⓐ 식 (3-HB(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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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2)의 화합물 및 식 (3-HH1OB(2F,3F)-O2)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합
물과 ⓑ 식 (3-HBB (2F,3F)-O2)의 화합물(이하 통틀어 ‘한정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한다.
2)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성분

정정청구항 1(갑4호증의 1)

(1)

선행발명 4(갑11호증)

- (2-1)

1

R 은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
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탄소수
기 2 내지 1의 알케닐 또는 임의의
본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탄소수 2
성 내지 12의 알케닐이고; R2는 탄소
분 수 1 내지 12의 알콕시이고; 고리
A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1

1

(2-5)
3

R 은 독립적으로 1 내지 12개의 탄
소 원자를 갖는 알킬 또는 탄소수 2
4

내지 12의 알케닐이고; R 는 독립적
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탄소

또는 1,4-페닐렌이고; Z 은 독립적

수 2 내지 12의 알케닐 또는 탄소수

으로 단결합 또는 메틸렌옥시이고;

1 내지 12의 알콕시(식별번호 [0022]

k는 1 또는 2

참조)
- 실시 예 12의 화합물 중 아래 화합물
의 표시 및 함량(식별번호 [106] 참조)
“3-HB(2F,3F)-O2 (2-1) 5%”

한

(3-HB(2F,3F)-O2)

정

및/또는

성
분
(3-HH1OB(2F,3F)-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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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정정청구항 1(갑4호증의 1)

선행발명 4(갑11호증)
- 실시 예 12의 화합물 중 아래 화합물
의 표시 및 함량(식별번호 [106] 참조)
“3-HBB(2F,3F)-O2 (2-5) 5%”

(3-HBB(2F,3F)-O2)

- (3-1)
5

R 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 또는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
6

닐이고; R 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 내
지 12의 알킬, 탄소수 1 내지 12의 알

2

콕시,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식

(V-HH-3)

별번호 [0022] 참조)
- 실시 예 12의 화합물 중 아래 화합물
의 표시 및 함량(식별번호 [106] 참조)
“3-HH-V (3-1) 15%”
(3)

R5 및 R6은 메타크릴레이트이고; 고
리 D 및 고리 E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1,4-페닐렌, 2-플루오
로-1,4-페닐렌, 3-플루오로-1,4-페닐
3

렌, 2,3-디플루오로-1,4-페닐렌, 2,5디플루오로-1,4-페닐렌,

3,5-디플루

오로-1,4-페닐렌, 2-메틸-1,4-페닐렌,
3-메틸-1,4-페닐렌 또는 2,6-나프탈
렌이고; Z1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또
는 메틸렌옥시이고; Z2 및 Z3은 독
립적으로 단결합, 탄소수 1 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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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구성이 없음

성분

정정청구항 1(갑4호증의 1)

선행발명 4(갑11호증)

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
-로 치환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
킬렌이고; m은 0, 1 또는 2

3)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제1 성분 중 기본성분의 경우
① 먼저 정정청구항 1 중 제1 성분의 기본성분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4
의 화합물은 모두 다양한 치환기를 갖는 화학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1 성
분의 기본성분에서 각 치환기를 k=1, Z1은 단결합, R1은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기
2

또는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R 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고리 A는 1, 4-시클
로헥실렌으로 치환할 경우 선행발명 4에 제시되어 있는 식 (2-1)에서 R3은 탄소수 1 내지
12개의 알킬 또는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R4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일 때의
화합물과 동일하다.
② 또한 제1 성분의 기본성분에서 k=2, Z1은 단결합, R1은 탄소수 1 내지 1
2의 알킬기 또는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R2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 고리 A
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렌 또는 1,4-페닐렌일 경우에는 선행발명 4에 제시되어 있
는 식 (2-5)에서 R3은 탄소수 1 내지 12개의 알킬 또는 탄소수 2 내지 12의 알케닐, R4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콕시일 때의 화합물과 동일하다.
③ 이처럼 정정청구항 1의 액정 조성물 중 제1 성분의 기본성분에 포함되는
화합물들이 선행발명 4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다가, 이들이 액정 조성물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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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는 작용효과 역시 제1 성분의 기본성분과 선행발명 4의 대응 화합물 모두 유전율
이방성의 절대값을 높이고, 하한 온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갑4호증
의 1의 식별번호 [0072] 및 갑11호증의 식별번호 [0043] 참조). 따라서 정정청구항 1
중 제1 성분의 기본성분은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4의 식 (2-1), (2-5)에 의한 화합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 성분 중 한정성분의 경우
① 또한 제1 성분의 한정성분 중 3-HB(2F,3F)-O2는 선행발명 4의 실시 예
12에 제시되어 있는 식 (2-1)의 3-HB(2F,3F)-O2 화합물과 그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
고, 3-HBB(2F,3F)-O2 역시 선행발명 4의 실시 예 12에 제시되어 있는 3-HBB(2F,3F)O2의 화합물과 그 구조가 같다.
② 나아가 제1 성분의 한정성분과 선행발명 4의 대응 화합물도 모두 각 그
액정 조성물에서 유전율 이방성의 절대값을 높이고, 하한 온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마저 동일하다(갑4호증의 1의 식별번호 [0072], 갑11호증의 식별
번호 [0043] 참조). 따라서 양 대응 구성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제2 성분의 경우
① 다음 정정청구항 1 중 제2 성분인 V-HH-3은 선행발명 4의 식 (3-1)의
5

6

화합물에서 치환기 R 는 비닐기, 치환기 R 는 프로필기일 경우의 화합물과 동일하고,
선행발명 4의 실시 예 12에서는 식 (3-1)의 화합물로서 3-HH-V이 15중량%로 사용되
는 액정 조성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나아가 제2 성분의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갑
4호증의 1)에는 제2 성분은 점도를 낮추거나 상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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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특히 바람직한 비율은 10 내지 40중량%의 범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식별번호
[0072], [0075] 참조), 선행발명 4의 명세서(갑11호증)에도 식 (3-1) 화합물은 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식별번호 [0044] 참조), 양 성분은 그 작용효과
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제2 성분 역시 선행발명 4의 대응 화합물과 그 구성
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제3 성분의 경우
한편, 정정청구항 1에는 중합 가능한 화합물로서 식 (3)으로 표시되는 제3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에는 이에 대응되는 화합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청구항 1의 제3 성분이 선행발명 4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즉, 선행발명 4는 음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 조성물 및 이를 함유하는 I
PS 또는 VA 모드를 갖는 소자에 관한 것인데(갑11호증의 식별번호 [0003] 참조), 선행
발명 5의 명세서(갑6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5의 액정 조성물 역시 음의 유전율
부등방성을 가지고 MVA(다영역 수직 정렬)9) 또는 PVA(패턴화 수직 정렬)10) 등 수직
정렬(VA) 효과를 기초로 한 표시장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1면 아래에서 1~4행).

9) “MVA(Multi-domain Vertical Alignment) 모드”는 VA(수직 정렬) 모드의 일종으로서, 배향막에 돌기를
형성하여 액정 분자가 선경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PVA(Patterned Vertical Alignment) 모드”는 VA(수직 정렬) 모드의 일종으로서, 배향막에 패턴을
형성하여 액정 분자의 선경사각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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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발명 4, 5는 모두 수직 정렬(VA) 모드의 소재 또는 표시장치에 적용되는
액정 조성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된다.
2) 또한 선행발명 4는 그 명세서(갑11호증) 중 식별번호 [0009]에 ‘1밀리초라도
짧은 응답 시간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응답속도를 짧게 하려는 기
술적 과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업계 내지 기술분야에서 가
장 기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3) 나아가 선행발명 5의 명세서(갑6호증) 중「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래 기
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부분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5의 PSA 모드
는 종래 VA 모드의 단점인 ‘회색 음영 응답 시간’을 추가 단축하고 액정의 수직 배열
에 따른 간섭 디스클리네이션 라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된 MVA 또는 PVA
모드의 연장선상에서 액정 조성물에 중합 가능한 성분, 예를 들면 반응성 메소젠(RM)
등을 첨가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면 아래에서 9행~3면 17행 참조). 실제
선행발명 5는 실시 예 1, 2를 통해 종래의 표준 VA 액정 모드에서 액정 혼합물에다가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응답속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14
면 아래에서 2행~17면 2행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4에서 출발하여 응답속도를 개선시
키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선행발명 4에다가 선행발명 5의 중합성 화합
물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정정청구항 1의 제3 성분과 이에 대응되는 중합성 화합물인 선행발명 5
중 화학식 15의 화합물을 대비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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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항 1(갑4호증의 1) 중 제3 성분

- 중합성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하기 화

(3)
5

선행발명 5(갑6호증)

6

R 및 R 은 메타크릴레이트이고; 고리 D
및 고리 E는 독립적으로 1,4-시클로헥실
렌, 1,4-페닐렌, 2-플루오로-1,4-페닐렌, 3플루오로-1,4-페닐렌, 2,3-디플루오로-1,4페닐렌, 2,5-디플루오로-1,4-페닐렌, 3,5-디
플루오로-1,4-페닐렌,

2-메틸-1,4-페닐렌,

3-메틸-1,4-페닐렌 또는 2,6-나프탈렌;

Z

1

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에틸렌, 메틸렌옥
2

시 또는 카르보닐옥시이고; Z 및 Z

3

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 또는 임의의 -CH2-가 –O-로 치환
된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렌이고, m
은 0, 1 또는 2(【청구항 1】 참조)

학식 15로부터 선택된 반응성 메조겐
(RM)이다.
화학식 15 : P1-Sp1-X1-A1-(Z1-A2)n-R
(4면 아래에서 2~4행 참조)
- (화학식 15에서) R은 (중략) -X2-Sp2-P2
이고, P1 및 P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
로 중합성기이고, Sp1 및 Sp2는 스페이
서기 또는 단일 결합이고, (중략) X1 및
X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O-, (중략)
또는 단일 결합이고, A1 및 A2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1,4-페닐렌 (중략), Z1
은 (중략) 단일 결합이고, (중략) n은 0,
1 또는 2이다. (중략) P1 및 P2는 바람
직하게는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
트, 비닐, 비닐옥시, 프로페닐 에테르
또는 에폭시, 특히 바람직하게는 아크
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이다(5면
1~15행 참조).

식 (3)의 화합물에 대한 예시

- 아래 화학식 15a 내지 15h로부터 선택
된 중합성 화합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3-1)

15a

(3-2)
(【청구항 5】 참조)

15b
(5면 아래에서 1행~6면 2행 참조)

그런데 정정청구항 1의 제3 성분에 해당하는 식 (3)의 화합물은 각 부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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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환기를 다양하게 열거하면서도 말단 치환기인 R 및 R 은 메타크릴레이트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5도 그 명세서(갑6호증)에 화학식 15의 경우 말단 부분의 치환기인
P1 및 P2는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가 특히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
로, 선행발명 5에서 말단기를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중 하나인 메타크릴레이트로 선택
하게 되면 두 화합물의 말단기가 동일하게 된다.
더욱이 정정청구항 1의 제3 성분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화학식 15의
1

2

3

화합물에 대하여, 각각 그 치환기를 제3 성분에서 Z , Z 및 Z 은 독립적으로 단결합,
m=0 또는 1, 고리 D 및 고리 E는 1,4-페닐렌로 하고, 선행발명 5의 화학식 15에서 R
은 -X2-Sp2-P2, X1 , X2 , Sp1, Sp2 및 Z1은 단결합, A1 및 A2는 1,4-페닐렌, n=0 또는
1과 같이 선택하게 되면 말단기뿐만 아니라 모핵의 구조까지도 같게 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VA 모드에 관한 선행발명 4와 PSA 모드에 관한 선행
발명 5는 그 기술분야를 달리하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선행발명 5와 같은 PSA 모드용 액정 조성물에는 말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합물을 포
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
합물을 포함하는 선행발명 4의 액정 조성물과 선행발명 5의 중합성 화합물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결합 자체가 쉽지 않다
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PSA 모드가 VA 모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인 발전의 연속선
상에 있어 기술분야가 공통된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
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인 2009. 1. 22. 당시의 기술상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
출한 문헌들 중 갑5, 6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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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후에 공지된 자료들이므로, 이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
시의 기술상식을 판단할 수는 없다. 또 정작 선행발명 5에 해당하는 공개특허공보(갑6
호증)에는 PSA 모드용 액정 조성물에 말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한편, 2008. 2. 20. 공개되어 유럽공개특허공보 EP 1889894 A1호에 실린 '
액정 매질‘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갑5호증) 중 식별번호 [0020]에는 “말단 이중 결합을
함유하는 알케닐 화합물을 포함하는 VA 화합물의 경우에는 선경사각이 더 이상 측정
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당시 PS
A 모드용 액정 조성물에는 말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합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기술상식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19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볼 여지도 충분하
다. 즉,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송장근은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이 법원 2016허4306 등록무효(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액정
이 VA 모드에서 PSA 모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기존에 잘 알려진 VA 모드용 액정
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② 알케닐
화합물은 종래 VA 모드용 액정 조성물에 널리 사용되던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약간 불
안한 면이 있지만 응답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었으며,
③ PSA 모드에서 중합성 화합물은 선경사각을 만들어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알케닐이 이러한 중합성 화합물의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선경사각은
다른 조건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한 변수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알케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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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PSA 모드용 액정 조성물의 응답속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알케닐 화합물을 사용해 볼 가능성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말
단 치환기가 알케닐인 화합물에다가 PSA 모드용 액정 조성물의 일부 구성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액정 조성물을 조합하는 과정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정정청구항 1의 효과의 현저성 여부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청구항 1에는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먼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갑4호증의 1) 중 식별번호 [0012]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는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상의 낮은 하한 온도,
작은 점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에 대한 높
은 안정성,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등의 특성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특성을 충족시키
면서,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하여 적절한 밸런스를 갖는 액정 조성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효과와 관련하여 액정 조성물의 일
부 구성과 함량을 달리한 여러 화합물과 각각의 특성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실시 예 1~5
2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정청구항 1에 해당하는 실시 예 14, 19, 23의 경우
네마틱상의 상한 온도(NI)가 70.1~82.9℃, 하한 온도(Tc)가 -20℃ 이하, 광학이방성(△
n)이 0.089~0.102, 유전율이방성(△ε)이 -2.9~-3.1, 응답 시간이 3.6~4.3ms인 것으로 측
정되었다(식별번호 [0135]~[0137], [0190]~[0193], [0210]~[0213], [0226]~[0229]).
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346]에는 위와 같은 측정 결
과에 대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제3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유전율 이방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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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액정 조성물(비교 예 1)에 비하여 짧은 응답 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특
성을 가진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제3 성분의 추가로 응답속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 정정발명의 가장 특징적인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2) 한편, 선행발명 4의 명세서(갑11호증)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4의 효과 역시
네마틱상의 높은 상한 온도, 네마틱상의 낮은 하한 온도, 적절한 광학 이방성, 부로 큰
유전율 이방성, 큰 비저항, 자외선에 대한 높은 안정성, 짧은 응답 시간 등의 특성 중
여러 개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적어도 2개의 특성에 관하여 적절한 밸런스를 갖는 액
정 조성물이라는 것이다(식별번호 [0015] 참조). 나아가 선행발명 4는 구체적으로 그
실시 예 12에서 네마틱상의 상한 온도(NI)가 79.3℃, 하한 온도(Tc)가 -30℃ 이하, 광
학이방성(△n)이 0.12, 유전율이방성(△ε)이 -3.0인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나,
실시 예들의 응답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식별번호 [0015], [0
106] 참조).
결국 각각의 명세서 기재에 나타난 바에 따라 선행발명 4와 정정청구항 1의 액
정 화합물의 특성을 대비해 보면, 네마틱상의 상한 온도 및 하한 온도, 광학이방성, 유
전이방성은 양 발명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두 발명 모두 짧은 응답 시간의 효
과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응답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 정정청구항 1과 달리 선
행발명 4에는 그 측정 결과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정청구항 1의 응답 속
도가 선행발명 4의 그것보다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는 불가능
한 상태이다.
3) 다만, 정정청구항 1과 마찬가지로 액정 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선행발명 5의 경우에는 그 명세서 중 [표 2]에 아래와 같이 액정 혼합물 N1 내지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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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 시간과 이들에 중합성 화합물 A 또는 B를 첨가한 때의 응답 시간에 대한 비
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중합성 화합물 A 또는 B를 첨가한 경우 응답 시간은 12m
s(P3의 경우)에서부터 25ms(P2의 경우)까지이고, 응답 속도의 개선 정도는 7.69%(N3와
P3의 경우)에서부터 37.5%(N2와 P2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액정
조성물

N1

P1A
(N1+A)

P1B
(N1+B)

N2

P2
(N2+A)

N3

P3
(N3+A)

N4

P4
(N4+A)

응답 시간
(ms)
V0-V90

30

22

21

40

25

13

12

19

15

물론 액정 조성물의 응답 속도는 테스트셀의 전극 패턴 및 인가 전압, 셀 갭,
측정 온도 등 여러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행발명 5와 이 사건
정정발명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응답 속도의 측정 조건이 같다고 평가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측정 조건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정청구항 1의 응답 시간이 3.6~4.3ms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5는 중합성
화합물이 첨가된 경우의 응답 시간이 12~25ms로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12호증의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선행발명 5에 제시
되어 있는 P4 화합물과 P4 화합물의 액정 조성물 중 일부를 정정청구항 1의 제1~3 성
분으로 치환한 조성물 A에 관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조
성물 A의 응답 시간은 18.3ms, P4 화합물의 응답 시간은 13.0ms로 각각 측정되어 그
개선 정도가 28.96%에 이르기도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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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도 액정 조성물의 응
답 속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선행발명 4와 중합성 화합물에 의해 어느 정도
응답 속도의 향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다양하고 개선된 응답 속도도 정정청구
항 1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경우 정
정청구항 1과 같은 응답 속도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 중 정정청구항 1은 응답 속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액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4, 5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
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쉽게 그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어 구성의 곤
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작용 효과가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인정되므로,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
지 아니한다.
4. 결 론

11)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을9호증의 비교실험 결과를 제출하면서 정정청구항 1에 응답 속도의
개선이라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5의 P4 화합물과 P4 화합물의 액정 조성물 중 일부를 정정청구항 1의 제1~3 성분으로 치
환한 조성물 B에 대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조성물 B는 15.8ms, P4
화합물은 15.2ms로 각각 측정되어 응답 속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비교실험에서는 P4 화합물의 조성물 일부를 정정청구항 1의 각 성분으로 치환하는 과정에 응답
속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2 성분의 함량비를 임의로 27.5%(P4 화합물)에서 22%(조성
물 B)로 감소시킨 뒤 실험을 진행한 것이어서, 위 갑12호증과 달리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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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이 정정청구항 1이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정정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함에 따라 그 구성요소를 그
대로 포함하고 있는 정정청구항 2~20의 종속항들 역시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김부한

판사

이진희

-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