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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
가. 무방류 적용 구리공정 내년부터라도 가능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25일,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하이
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방침과 관련, "내년부터라도 (무방류 시스템을
갖춘 채) 구리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중장기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방류를 어
떤 형태로 할 지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2곳으로부터 무방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
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정
부에 공정전환을 신청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허용한다면 하이닉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자체를 바꿔서 허용하는 형태
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무방류를 위한) 시설
<그림 1-1> 하이닉스

설치와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지만 환경을 철저

김종갑 사장

히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
기에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7.07.25. 연합뉴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0
7028&sect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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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구리공정인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기존 200mm 웨이퍼 대신 300mm 웨이퍼 사용을 늘리
고 보다 미세한 나노 공정을 도입하는 추세다.
이기 위해서다.

동일 라인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높

특히 나노 공정은 한 단계 앞선 공정을 도입할 때마다 기존 공정

대비 생산성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점에서 업계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D램 업체들이 2003년부터 매년 90나노→80나노→70나노→
60나노 공정을 가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90나노와 80나노 공정을 가
동 중이던 하이닉스도 올해 60나노 공정을 도입한 상태다.
문제는 하이닉스가 2008년께 도입하려는 50나노 공정이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

스 등 D램 업체들이 가동 중인 60나노 공정에서는 회로 간 배선을 연결하는 데 알
루미늄이 쓰이지만 5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없다.

알루미늄

의 전도성이 낮아 반도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알루미늄보다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를 사용하는
공정을 늘리는 추세다.

인텔과 IBM 등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2000년부터 전도

성이 높은 구리를 이용해 90나노급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을 구축했으며 향후 도입
예정인 50나노 공정에도 구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D램 업체 중에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2005년 90나노 공정에 구리를 처음 사
용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동부일렉트로닉스가 상수원보호 관련 법령의 영향

을 받지 않는 경기도 기흥과 충북 음성에 구리공정 라인을 세워 이미 가동 중에 있
다.

동부일렉트로닉스의 경우 2003년 충북 음성 상우공장에서 130나노급 파운드리

라인에 구리 공정을 처음 도입했으며 삼성전자도 올 초부터 경기도 기흥에서 시스
템 LSI(비메모리)를 90나노 구리 공정으로 양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 이후 양산 예정인 50나노 D램 공정에도 구리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04.23. 한국경제>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235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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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이닉스 구리 공정 조속 허용을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대책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
분이 또 빠져 실망스럽다. 정부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에 구리공정 증설을 허용했어야 한다. 정부가 일부 허용 의견을 내비치긴 했으
나 환경단체나 국회 환노위 등 일부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
한 것 같다.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분이 빠진
만큼 이번 대책은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 된 셈이다.
공장입지는 사업 주체인 기업 스스로 주변 여건이나 생산비, 인력조달 등 여러 측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이천지역은 하이닉스가 300㎜ 웨이퍼를 사
용한 50나노 이하 D램 공장의 최적 입지로 판단해 구리공정 3개 라인을 증설할 계
획을 세운 바 있다.

기업 입지도 물론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법 타령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결
국 다급한 하이닉스는 200㎜ 웨이퍼 공장이 중심인 충북 청주 지역에 구리공정 1개
라인을 우선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투자를 둘러싸고 세계적 기업들은 시각을 다투면서 경쟁을 벌
이고 있다. 투자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낙오하고 만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나 정치권은 더 이상 수질오염 문제를 갖고 공장 증설을 불허하지 말아
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구리공정에서 배출하는 처리수의 구리 성분을
음용 가능 기준치 대비 125분의 1인 0.008ppm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수질환경보전법은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법으로
기업 입지 결정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환경부도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면 이천의 구리공정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다행
이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회가 수질환경법을 개정해 규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면 구리공정 전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조속한 구리공
정 허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06.25. 매일경제>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3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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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계획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소규모
기업 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알루

미늄 공정에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하려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공정 전환 계
획을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건부로 제시된 무(無)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
나 강 등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고체상태로 폐기하거나 공장 내에서 재순환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까지 하이닉스의 계획을 반대해온 환경부 측은 “하이닉스가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구리 공정 전환 허용을 공식 요청해온다면 검토에 나서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준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하이닉스반도체 상무는 “정부 방침을 적극 수용해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06.26. 전자신문>
원문보기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6250092

마. 팔당상수원 보전 의지 ‘흔들’
정부 수질보전정책의 기둥이라 할 팔당상수원 보전 의지가 하이닉스 논란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
동위에서 “신·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 안에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할 경우…(구
리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법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공장
도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특정유해물질인 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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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첨단 구리 공정으로
바꿔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시설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다 구리 폐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미 동부전자는 2003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무방류시스템
을 채용한 구리 공정을 허가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공정 전환은 공장 증설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서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왔다. 홍준석 환경부 수질국장은 “무방류시스템
이라도 배출시설이기는 마찬가지”라며 “팔당에 관한 한 원칙이 흔들릴 수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하이닉스가 도입하려는 무방류시스템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폐수 속 구리를 걸러낸
뒤 생산공정수로 쓰고 나머지를 증발시켜 구리 폐수가 하천으로 전혀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하루 3천t씩 발생하는 구리 폐수가 만일의 사고로
유출되면 2300만 명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무방류 처리를 하더라도 배출시설로 간주하는 게
배출업소 관리의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 안에 자리 잡은 하이닉스반도체에
특정물질 배출시설로 전환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논리였다.
특별대책지역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선다면 지난 15년간 10조원을 들인 팔당
상수원 관리체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현행법을 지킨 동부전자 등 기업과
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동부전자는 20개월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대책
지역 밖에서 하루 80t의 구리 폐수를 무방류시설로 처리하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의 원칙에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이다.
<2007.06.26.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218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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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리 패러독스'와 춤추는 환경정책
박석순 이대교수 (환경공학)
지난달 25일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에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구리 사
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절대 불가를 주장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정책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해 가는 좋은 조
짐으로 풀이된다.
구리에 대해 오랜 기간 논란이 벌어지고 정책이 바뀌
는 이유는 구리가 갖는 독특한 환경독성학적인 성질
때문이다. 구리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고등동물이 매
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11가지 영양금
속(철, 3가 크롬, 코발트, 망간, 몰리브덴, 니켈, 셀
레늄, 바나듐, 아연)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고등동물
의 체내에서 구리는 뼈나 헤모글로빈, 적혈구 등을 형
성하며 면역시스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2>
사람의 하루 권장량은 2㎎이며, 대부분 음식과 먹는

박석순 이대교수

물을 통해 섭취된다. 비타민이나 영양제에도 구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빈혈 방지를 위해 구리가 많은 굴, 오징어, 게, 호두 등이 건강
식품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구리는 모든 고등동물이 먹고, 쓰고, 버리기 때문에 먹
는 물이나 생활하수나 축산폐수에도 있고, 하천이나 호수, 빗물에도 일정량 존재한
다.
구리는 고등동물에는 필수영양금속이면서도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에는 독성을 나
타내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구리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강한 살균력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은 다른 물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물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등생물에 독성이 있으면 고등생물에도 독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고등생물
에는 필수영양소이면서 하등생물에는 독성을 갖는 성질을 구리 패러독스라 부른다.
우리 조상은 매우 지혜롭게 구리를 이용해 왔다. 구리로 만들어진 놋그릇을 사용하
면서 구리의 살균력으로 음식의 부패는 막고 인체에는 필요한 영양분은 얻어온 것
이다. 서양에서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구리 용기에 물을 담아 질병을 막고 인체
에 영양소를 보충해 왔다.
구리는 식물성 플랑크톤, 물벼룩과 같은 수중 무척추동물, 물고기 등에 낮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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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독성을 보인다. 모든 영양 금속이 그러하듯 구리도 과다 섭취할 경우 독성
이 있다. 그래서 수돗물 수질기준치에는 구리 농도 기준을 1.0㎎/ℓ로 정해 두고
있다. 구리를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섭취량의
98% 정도를 분변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건강 피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구리는 먹는 물의 관점에서 철과 쉽게 비교된다. 철과 구리는 모두 영양금속으로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과다할 경우 독성을 나타낸다. 과다 섭취하면 철은
구리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 그래서 철은 먹는 물 기준치를 구리(1.0㎎/ℓ)보다 더
낮은 0.3㎎/ℓ로 정해 두고 있다.
미국은 구리가 갖는 독특한 성질에 부합되는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일단 인체에
필요한 영양금속이므로 수돗물 수질기준을 1.3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른 금속에
비해 허용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리고 식수용 저수지의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화합물인 황산동 살포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15% 정도의
구리를 먹는 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구리를 특정유해물질로 분류해 두고 있다. 특히 연어가 서식하는 하천
이나 하구는 매우 낮은 농도로 구리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외국에서 수질기준치를 도입하면서 구리를 특정유해물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리 규제는 하지 않고 상수원 관리에만
적용하고 있다. 규제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는 꼴이 된 것
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2007.07.02. 세계일보>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218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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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구리 공정 개요
가. 구리 배선의 도입 배경
반도체 장치가 고집적화됨에 따라 각각의 소자를 연결하는 배선의 저항 및 배선과
배선 사이의 기생 캐패시턴스의 증가로 인하여, 트랜지스터에 의한 속도 지연보다
배선의 RC 지연이 더 크게 작용하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길이를 줄이더라도 속도
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속 배선공정시 통상적으로 사용된 텅스텐, 알루미늄에 대비하여 비저
항이 작은 구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구리는 비저항이 알루미늄에 비해 50% 정도

낮고(알루미늄: 2.8 μΩcm, 구리: 1.7 μΩcm), 비저항에서 신뢰성에 대한 허용전
류가 알루미늄과 비교해서 2 자릿수 이상 크다.

구리를 사용하면 동일한 배선저항

을 유지하면서도 막을 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접하는 배선 간의 정전 용량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구리는 알루미늄에 비해 비교적 융점이 높은 금속으로, 알루미늄에 비해
Electro-migration 및 Stress-Migration 경향이 낮으므로 신뢰성 측면에서도 유리
하다.
나. 구리 배선의 단점
구리는 실리콘 및 실리콘 산화막에서 확산계수가 큰 원소로서 구리 원자가 트랜지
스터까지 확산하여 소자의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산방지막을 형성
하여야 한다.
또한, 구리는 원료 문제로 인하여 CVD 방법에 의한 막 형성 방법이 요원하고, 건식
식각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의 금속 배선 형성 기술을 적용할 수 없으며,

층간

절연막인 실리콘 산화막과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접착층을 절연막과
구리 사이에 형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확산방지막이 접착층의 구실을 같이

수행한다.
게다가,

배선재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시간의존성이

있는

절연파괴현상(Time

Dependence on Dielectric Breakdown, TDDB) 수명이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을 사용하
였을 때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산화구리(CuO) 혹은 구리 실리

사이드에서 공급되는 이온화 구리가 배선 간의 전위로 이동하여 확산하기 때문, 또
는, 구리배선이 형성된 절연막과 그 구리배선 캡층과의 계면으로 확산하기 때문으
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배선 Pitch의 미세화가 진행하면, 실효 전계강도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저유전율 막은 일반적으로 SiO2 막보다도 절연내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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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 미세화가 진행함에 따라 TDDB 수명의 확보는 더욱 곤란하게 된다.

3. 구리 배선의 형성 방법
가. 종래의 금속 배선 공정
종래의 알루미늄을 이용한 금속 배선 공정은 그림 1-3에서 보이듯이 층간절연막 내
에 하부층과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비아(via)를 텅스텐으로 형성한 후, 전면에 알
루미늄을 증착하고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사진식각공정과 알루미늄 건식 식각 공
정을 통하여 배선 패턴을 완성한다.

Metal (Al, W)
PR
Metal (Al, W)
Dry Etching
Substrate

Substrate
<그림 1-3> 종래의 금속 배선 공정

나. 구리 배선의 일반적인 형성 방법
그러나 구리의 금속 배선 공정의 경우에는 구리의 식각기술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 1-4와 같은 다마신(Damascene) 공정을 사용하여 구리 패턴을 형성한다.
‘다마신’이란 명칭은 장식을 위해 도기 또는 나무 내에 금속을 상감하는 중동의
고대 기술이 다마스커스(Damascus)에서 발달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다마신 법

은 금속층에 대한 건식 식각 공정 없이, 층간절연막에 형성된 배선 구조 틀에 도금
법에 의하여 구리를 채워 넣고 평탄화함으로써 배선 구조의 형성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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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tching

Substrate

Substrate

Cu Metal

Cu

CMP

Cu

Cu

Substrate

Substrate
<그림 1-4> 다마신 공정 흐름도

기판에 형성된 포토레지스트를 사진식각공정을 통하여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 후 기
판을 식각하여 트렌치를 형성한 후 도금방법을 사용하여 구리를 적층시킨다. 적층
된 구리의 상부를 CMP방법으로 제거하면 구리 배선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반도체 소자에서 구리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마신 공정은, 그림 1-5에
표시된 싱글 다마신(Single Damascene) 공정과 그림 1-6에 표시된 듀얼 다마신
(Dual Damascene) 공정의 2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다. 싱글 다마신 공정
싱글 다마신 공정에 의한 구리 배선의 형성은,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절연막에 하층 배선과의 접속을 행하기 위한 비아를 형성
(2) 비아 내에 장벽금속층(barrier metal)과 구리 씨앗층(seed-Cu)을 증착
(3) 도금방법을 사용하여 비아를 구리로 매립한 후 평탄화
(4) 절연막 형성 후 주 배선용 트렌치 형성
(5) 트렌치에 장벽금속층과 구리 씨앗층을 형성
(6) 도금방법을 사용하여 트렌치를 구리로 매립한 후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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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rrie r
M e ta l

V ia

M e ta l

Seed
Cu

Cu

M e ta l

(A )

(B )

T re n c h

Cu

M e ta l

M e ta l

(D )

(C )
(A) Via 패터닝 공정
- Via 포토공정 및 식각

(B) Via Damascene 공정
- Barrier metal 및 Seed Cu 증착
- Cu 적층공정

(C) Metal 패터닝 공정
- 트렌치 포토공정 및 식각
- Cu 적층공정 및 열처리

(D) CMP(평탄화) 공정

<그림 1-5> 구리 싱글 다마신 공정

라. 듀얼 다마신 공정
싱글 다마신 공정은 공정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계가 지
나치게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1-6은 싱글 다마신 공정에 비

하여 공정단계수가 감소된 듀얼 다마신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듀얼 다마신 공정에 의한 구리 배선의 형성은,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절연막에 하층 배선과의 접속을 행하기 위한 비아와 주 배선용 트렌치를 한
꺼번에 형성
(2) 비아 내에 장벽금속층과 구리 씨앗층을 형성
(3) 도금방법을 사용하여 듀얼 다마신 구조를 구리로 매립한 후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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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T re n c h
B a rrie r
M e ta l
V ia

Seed
Cu

M e ta l

M e ta l

(A )

(B )
CM P

(A ) D a m a s c e n e 패 터 닝 공 정
- V ia 포 토 공 정 및 식 각 공 정
- 트렌치 포토공정 및 식각공정
(B ) M e ta l 증 착 및 열 처 리 공 정
- B a r r ie r m e t a l 및 S e e d C u 증 착 공 정
- Cu 적 층 공정 및 열 처 리 공 정
M e ta l

(C ) C M P (평 탄 화 ) 공 정

(C )

<그림 1-6> 구리 듀얼 다마신 공정
구리 배선의 듀얼 다마신 공정에서 장벽금속층으로는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된
TiN, TaN, WN등이 주로 사용된다.
구리 매립 층의 형성은 스퍼터링에 의하여 구리 씨앗층을 형성한 후, CuSO4, H2SO4
및 HCl의 용액을 사용한 전기도금 방법에 의해 듀얼 다마신 구조 전체를 매립한다.
그림 1-6의 (A)에 표시된 이중 다마신 구조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배선용 홈(트렌치)을 먼저 형성하는 방법 : Trench First (그림 1-7)
(2) 구멍(비아)부를 먼저 형성하는 방법 : Via First (그림 1-8)
일반적으로 (1)의 방법보다도 (2)의 방법이 프로세스 면에서 쉽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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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 u la to r
In s u la to r
M e ta l

Tre n c h P h o to .
& E tc h

V ia P h o to .

V ia E tc h

- B a rrie r M e ta l &
Se ed C u D e p
- C u M e ta l
Cu

Cu
CMP
M e ta l

그림 1-7. 트렌치 형성 후 비아 형성방법 : Trench First

In su la to r
In su la to r
M e ta l

Via P h o to .
& E tc h

T re n c h P h o to .

T ren ch E tc h

- B a rrie r M e ta l &
S e ed C u D ep
- C u M e ta l
Cu

Cu
CMP
M eta l

그림 1-8. 비아 형성 후 트렌치 형성방법 : Vi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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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리 공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구리 금속 배선 공정은 공정이 다소 복잡한 단점이 있으며, 고가의 장비와 재료를
필요로 하는 CMP 공정을 적용해야 하는 비용 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구리 배선 공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간략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리 증착 공정의 개발
습식 도금법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선호하지 않는 공정이다.

따라서 청정

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CVD 구리 형성 기술 및 소스 개발이 필요하다.

CVD 구리 공

정은 가로세로비가 큰 비아 패턴에 씨앗층을 균일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
나. 확산 장벽 물질 개발
구리는 확산 계수가 높은 원소로서, 종래 금속 배선 형성시 확산 장벽 물질로 사용
되는 TiN을 구리 배선 공정시에도 이용할 경우 TiN막내의 구리 확산 계수가 높아
소자 불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구리 배선 공정시 새로운 확산 장벽이 필

요하며, TaN, WN 등의 이원계 확산 방지물질 및
확산 방지물질이 연구되고 있다.

TiSiN, WSiN, TaSiN 등의 삼원계

구리 배선용 장벽금속층의 개발 및 특허 출원 동

향은 이번 호의 반도체 특허정보 분석 섹션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다. 저유전율(Low-k) 물질 개발
구리 배선만으로는 반도체 소자에서 RC 지연의 감소가 충분하지 않으며, 금속 배선
의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층간절연막으로 저유전율(Low-k) 물질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저유전율 물질은 화학 물리적 연마

특성이 불량하여 다마신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중

간 단계로서 종래의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한 소자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라. 구리 CMP 공정 개발
구리 CMP용 슬러리로는 알루미나 입자를 사용한 염기성계 슬러리를 사용해 왔으나,
요즈음에는 실리카 입자를 사용한 슬러리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실리카, 알루미

나, 세리아 등 통상의 연마 입자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
의 대부분 BTA라는 킬레이트화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편, 연마 입자가 없거나, 농도가 극도로 낮은 슬러리도 개발되고 있다.
으로는 질산계 및 아민계의 산성, 염기성 두 종류가 모두 가능하다.

한

슬러리 액

선택비 및 식

각 속도가 우수하고 저렴한, 구리에 특화된 슬러리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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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반도체 특허통계 서비스】
“제2편: 노광분야 특허통계 조사”
특허청 반도체심사팀
이상민 사무관(Ivlinge@kipo.go.kr)
이별섭 사무관(prolbs@kipo.go.kr)

1. 주제별 반도체 특허통계 서비스 개시
지난 제1차 반도체 특허 통계 서비스에 이어, 반도체심사팀에 출원된 다수출원
분류에 해당하는 IPC 분류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회마다 1개의
IPC 분류를 정하여 그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함을 목적으로 함. 이번 2차 특허
통계 서비스는 지난 5년간 반도체심사팀의 관련 통계 자료(절차가 종결된 건
위주)에 한하며, 반도체심사팀에 출원된 건 중 가장 다수의 출원분류에 해당되는
H01L 21/27 (반도체 노광분야)에 대한 특허 통계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림 2-1> 연도별 다출원 5대 IPC 소분류 도표
국내 기업의 반도체 분야 관련 출원에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2003년
이전에는 금속배선관련 출원이었으나, 그 이후로 노광 관련 출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그래프를 참조하여, 5회의 걸친
통계서비스에 있어 반도체심사팀의 주요 IPC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노광, 금속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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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마 순서로 통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 기업의 반도체 분야 관련 출원도 국내와 유사하게 노광 관련 출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 금속배선 분야는 외국 기업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국외 기업의 경우 노광분야의 국내 출원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기술격차가 심한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 통계서비스 주제별 순서
반도체심사팀에 출원되는 전체 출원분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류에 관하
여 순서대로 통계 분석할 계획이다.
가) 노광분야 (H01L21 / 027) (2차반도체 특허통계서비스)
나) 금속배선분야
다) 세정・연마 분야
라) 기타 다출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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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광 기술 개요 및 특징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마스크를 감광막이 도포된 웨이퍼 위에 위치시키고 마스
크 위에서 광을 노광하여 마스크가 그려진 회로가 웨이퍼 상에 형성되도록 하는 공
정을 말하며, 이러한 정렬 및 노광 공정을 실시하는 반도체 장비를 노광 장치라고
한다. 노광장치는 크게 ①광을 공급하는 광원계, ②광을 확산 및 집속시키는 조명
계, ③마스크와 웨이퍼를 정렬하는 위치정렬계, ④마스크를 통과한 광을 웨이퍼의
특정 위치에 형성시키는 렌즈계 등으로 구성된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경기 하강으로 인해 국내에 출원된 노광관련
출원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02~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치의 일례
반도체 제조용 노광 장치는 미세한 회로패턴을 웨이퍼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원, 조명계, 마스크, 스테이지, 포토레지스트 등의 요소 기술의 실
제 구현과 관련하여 전자・ 전기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광학・화학 분야 등의 다
양한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반도체 노광 장치의 경우 기술집적도가 매우 높은 기
술분야에 해당되므로 국가 및 기업간 기술격차가 심하며, 반도체 회로의 집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국내의 다수 기업이 대부분이 국외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노광관련
장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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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광관련 국내 및 국외 다출원 기업 통계 분석
가. 노광분야 국내 기업 연도별 출원건수

1위
2위
3위
4위
5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92건)
하이닉스

(213건)
동부하이텍

(368건)
하이닉스

(385건)
하이닉스

(380건)
삼성전자

(185건)
동부하이텍

(193건)
하이닉스

(207건)
동부하이텍

(262건)
동부하이텍

(268건)
동부하이텍

(65건)
매그나칩

(171건)
매그나칩

(171건)
매그나칩

(53건)
엘지필립스

(28건)
엘지전자

(26건)
엘지전자

(33건)
매그나칩

(35건)
엘지필립스

(9건)

(10건)

(6건)

(21건)

(32건)

(157건)
(196건)
엘지필립스 에스앤에스텍

<표 2-1> 노광(H01L21/027)분야 다출원 기업(국내)

<그림 2-3> 노광 (H01L21/027) 다출원 기업 출원건수(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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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노광분야는 최근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연도별로 볼 때에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다. 반도체 분야
전체에 대한 다출원 기업순위와 노광 분야에 대한 다출원 기업순위가 유사함을 볼
때, 반도체 제조분야에서 노광분야가 핵심기술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까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나 빠르게 노광 분야 출원양이 증가하
던 하이닉스가 2006년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다.

나. 노광 분야 국내 기업 연도별 등록률
출원년도
기업명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02년

03년

04년

05년

23%

28%

17%

13%

(44건/192건)
27%

(60건/213건)
15%

(66건/368건)
29%

(51건/385건)
8%

(50건/185건)
27%

(27건/171건)
52%

(61건/207건)
62%

(23건/380건)
25%

(18건/65건)

(10건/193건)

(107건/171건)

(40건/196건)

<표 2-2> 국내기업 노광(H01L21/027)분야 등록률 추이
(※등록률은 상기 연도에 출원된 건 중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건의 비율을 의미)

<그림 2-4> 노광 분야 국내 기업 연도별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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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국내 기업의 경우 포토리소그래피 관련 기술에 있어서 패턴의 형성 방법, 베이킹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출원건이 많고, 기존의 국외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광학계
나 위치 정렬과 관련한 출원은 적은 편이다. 최근에 2006년 이후 이슈화 되고 있는
이멀전 리소그래피, EUV 광원을 이용한 리소그래피 및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관련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기업 중 노광분야 다출원 기업 3개사
모두 등록률에 있어서는 20%~3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2년에 약 200여건의 노광관련 특허 출원을 한 이후 매년 관련
분야에서 출원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년 및 2005년에 출원양이 급증하였으나
2006년에는 감소. 2007년 9월 현재 약 80여 건이 출원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에 2006년의 출원양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닉스의 경우 2003년에 약 150여건 출원되던 노광관련 특허출원건수가 2006년까
지 매년 급증(전년대비 증가량 100% 상승)하였으며, 노광분야와 관련하여 이멀젼
리소그래피 장치, 전자빔 및 EUV 광원 노광마스크 제조, 오버레이 버니어용 노광
마스크, 위상반전마스크,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프와 같은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연구 및 특허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하이텍의 경우 2003년에 관련 출원건수가 감소하였으며, 그 출원양이 일정 수
준에서 매년 유지되고 있고, 2003년, 2004년에 출원된 건의 경우 등록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출원된 국내 기업의 다출원건 주요 기술
가) 삼성전자 : 포토리소그래피용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패턴 형성방법, 포토 스피
너 설비 및 제어 방법, 포토마스크 내 불량 계측영역 검사장치 및 방법, 패턴 정렬
상태 측정, 임프린팅용 스템퍼 및 제조 방법, 이멀전 리소그래피, 베이킹 장치.
나) 하이닉스 : 반도체소자의 미세패턴 형성방법, 이멀젼 리소그래피 장치, 전자빔
및 EUV 광원 노광마스크 제조, 오버레이 버니어용 노광 마스크, 위상반전마스크,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프.
다) 동부하이텍 : 반도체 소자의 패턴형성방법, 노광 공정 검사 방법, 헤이즈 디펙
트 방지 방법, 노광 장비의 디포커스 방지 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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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광 분야 국외 기업 연도별 출원건수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위

ASML(37건)

ASML(59건)

ASML(68건)

ASML(93건)

ASML(85건)

2위

니콘(32건)

니콘(32건)

캐논(19건)

니콘(39건)

니콘(63건)

3위

도시바(19건)

도시바(17건)

도시바(15건)

도시바(12건)

TEL(31건)

4위

TEL(13건)

TEL(10건)

소니(11건)

TEL(11건)

캐논(22건)

5위

NEC(13건)

기타

기타

호야(10건)

세이코(16건)

<표 2-3> 국외기업 노광(H01L21/027)분야 출원건수

<그림 2-5> 노광 (H01L21/027) 다출원 기업 출원건수(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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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반도체 분야 최다 출원기업인 TEL(동경엘렉트론)도 노광 분야 다출원 5대 기업 내
에 포함되어 있으나, 노광 분야만을 따져 볼 때에는 ASML社가 2006년까지 가장 많
은 출원을 하고 있다. ASML社는 반도체 분야 전체로 볼 때에는 다출원 5대 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노광 분야에 대해 기술집적도가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라. 노광 분야 국외 기업 연도별 등록률

니콘
ASML
TEL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

0%

11%

0%

0%

(0건/32건)
95%

(0건/32건)
88%

(1건/9건)
85%

(0건/39건)
82%

(0건/68건)
16%

(35건/37건)
8%

(52건/59건)
10%

(58건/68건)
28%

(77건/93건)
7%

(14건/85건)
5%

(1건/13건)

(1건/10건)

(2건/7건)

(1건/13건)

(2건/37건)

<표 2-4> 국외기업 노광(H01L21/027)분야 등록률 추이
(※등록률은 상기 연도에 출원된 건 중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건의 비율을 의미)

<그림 2-6> 노광 분야 국내 기업 연도별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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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에이에스엠엘社의 경우 관련 국내에 출원된 관련 통계자료를 볼 때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 특허 건수에 있어서도 매년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최근
(2005년 이후) 니콘社의 국내 출원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에이에스엠엘社는 2002년에는 그 해 출원된 건수의 무려 95%에 해당하는 숫자의 이
전 출원건들이

등록을 받았으며, 2004년까지 거의 90%를 넘나드는 출원대비 등록

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등록률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2004
년~2006년 출원된 건의 경우에는 심사 진행 중에 있는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등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리소그래피 장치의 투영
시스템, 정렬 및 위치 결정 기술을 집적한 전체 시스템 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공정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발명을 청구하고 있어 노광 관련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니콘社의 경우 광학계에 기반을 둔 회사의 특성을 살려 주로 광학계, 조명계, 반사
계, 투영 장치 등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로 이멀전 및 EUV 광
원과 관련한 렌즈계 관련 기술을 다수 출원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니콘社는
국내에서 매년 등록률이 매우 낮아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료시점에서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TEL(동경엘렉트론)의 경우 2002년 이후 전통적으로 기판처리장치 및 기판처리방법,
현상액 도포 방법 및 장치, 현상 장치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이멀전, EUV 및 나노 임프린트와 같은 최신기술 관련 특허는 거의 출원하지 않고
있고, 매년 출원된 건이 약 10~20% 정도 등록결정 받은 상태이다.
국외 기업은 보통 기존에 자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광학계나 위치 정렬 또는
현상액 레지스트의 도포 등의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특허출원하는 경향으로 보
이며, 다만 에이에스엠엘社의 경우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최근 이슈
화 되고 있는 이멀전 리소그래피, EUV 광원을 이용한 리소그래피 및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관련 특허를 계속 출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국외 기업에 대하여 방어기술 및 개량기술을 꾸준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 최근 출원된 국내 기업의 다출원건 주요 기술

23

가) 에이에스엠엘 : 리소그래피장치 및 디바이스 제조방법, 리소그래피 투영장치,
센서, 전용 메트롤로지 스테이지, 스캐터로메트리 및 침지 투영장치.
나) 니콘 : 광학특성계측 장치 및 방법, 스테이지 구동 장치 및 방법, 조명광학,
투영 노광, 다층막 반사경, 액침형 렌즈계, EUV 광원, 얼라인(정렬) 및 위치 결정
방법 및 장치.
다) TEL : 기판처리장치 및 방법, 현상액 도포 방법 및 장치, 현상 장치.

4. 요약
지금까지 반도체심사팀에 2002년~2006년 사이에 출원된 노광분야 건에 대해 출원
년도별 및 국내 ․ 국외 기업별로 간단한 통계수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술집적도가 높은 만큼 국외 기업이 원천특허에 가까운 중요특허를 다수 확
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원건수 및 등록률로 볼 때 1위 기업과 2위
기업의 차이도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3차 Next Semicon 에서는 반도체심사팀에서 출원되는 분류 중 2번째로 많이
출원되고 있는 금속배선에 대하여 다출원 국내 및 국외 기업에 대한 통계를 살펴
볼 예정이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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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반도체 특허판례 유형별 조사】
“제1편: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
특허청 반도체심사팀
김주식 심사관(kimjusik@kipo.go.kr)

1. 개 요
특허제도란 신규한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
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이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도입된 특허법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명세서 및 도면에 보호
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부합되도록 충분하게 기재하여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출원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독점권을 가지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된 기술내용과 출원인이 밝히는 발명의 범위, 정확하게는 발명기술의
기술적 경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발명의 요지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요지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기술적 사항을 의미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
여부 또는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
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의미한다.
발명의 요지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 내
지 진보성 유무 판단, 침해 여부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명의 요
지 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정당하게 해석하여야만 신규
성 및 진보성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구범위란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류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독점권과 실시권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경험적인 제도이며,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를 하거나 특허무효심
판에서 무효 여부를 심리할 때에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발명이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특허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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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위를 제3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되고, 스스로 침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제3자로 하여금 이미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무의미한 중복 투자 내지는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어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항상 명료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
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큰 문제가 없으나, 특허출원인의
지식이나 경험 부족, 출원대리인의 능력 부족,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 언어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
여 실제 특허 출원되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보면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판단자에 따라 달라지면 출원
인이나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가 극히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 총괄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것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
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그 기술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를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특허청구범위
의 기능을 구성 요건적 기능이라 하며, 특허법 제42조제4항의 발명이 명확하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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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도 상기 기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
세한 설명 중 목적이나, 작용 효과를 배제한 기술구성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
이 기재한 기술구성을 필수구성요소로 판단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특허청구범위가 좁은 범위 범위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상세한 설명에
넓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
명만이 그 대상이다.

2.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법 제42조제4항과 관련한 판례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법 제42조제4항과 관련한 판례 건수는 표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6년까지 113건 중 7건(6.19%)으로 전체 3606건 중 223건(6.18%)인 전체
건수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국가별로 한국 4건, 미
국 2건, 및 일본 1건이고, 심판종류별로 거절결정불복 4건, 무효 2건, 보정각하불복
1건순이다. 위 7건의 사례 중 심판번호 1997허311 및 1998허215 사건은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취소환송 건이고, 2006허1582 사건은 심판 시 보정에
의한 건이며, 2006허930 사건은 특허법 제29조만을 판결한 사례이므로 본 조사에
서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와 관련한 2005허6498 사건과 특허법 제42조제4항제
2호와 관련한 2004허2987 및 2005허10480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 쟁점
및 판단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에 이어지는 반도체 특허 판례 심
층 분석에서 2005허6498 및 2005허10480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표 3-1.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법 제42조제4항과 관련한 판례
심판번호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2005허6498

1019960020947

체임버 세척방법

2004허2987

1019940013659

볼단자 집적회로를 저장하기 위한 트레이

2005허10480

1020020002925

반도체 장치

1997허311

1019870004581

프로그램 가능한 저 임피던스 상호접속 회로소자

1998허215

1019940007839

씨모스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2006허1582

1020000072279

ＦFＳ 모드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2006허930

1019960018042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 트레이 이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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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 1(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발명의 명칭 : 체임버 세척방법
사건번호 : 2005허6498(거절결정불복)
이 사건은 심사단계에서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를 이유로 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이를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단계에서도 심
사관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출원인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
서의 심결의 당부를 다투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한 체임버 세척방법으로부터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1
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한 세척방법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
재불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
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를 허여한다고 하는 특허제도 본
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
을 기재한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
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모두 거치는 체임버
세척방법과 1단계와 2단계만을 거치는 체임버 세척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1단계 및 3단계)은 그러한 체임버 세척방법 이
외에 다른 체임버 세척방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는 그 기재된 발명이 실시예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공정조건 등이 일정 범위 안
에서 변형될 수 있다거나 다른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아무런 언급이나 시
사도 없는데다가, 그러한 공정조건의 변형이나 다른 방식의 적용이 당해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다.
위 사례 1의 사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지만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이를 벗어난 넓은 범위의 발명이라면 특허법 제42조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출원인은 상세한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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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가능한 넓은 의미로 기재(이 사건의 경우 바람직한 기재는,
종래는 1단계 및 2단계였으나, 본원발명은 2단계 대신 3단계를 실시하여 1단계 및
3단계로 하며 중간에 2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하거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1
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포함한 구성으로 기재했어야 할 것이다.

나. 사례 2(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발명의 명칭 : 볼단자 집적회로를 저장하기 위한 트레이
사건번호 : 2004허2987(등록무효)
이 사건은 등록 결정된 특허에 대해 원고가 피고(특허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전항이 그 기술적 의미가 불명료하고,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
및 청구범위에서 특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의 청구
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심
판단계에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는 내용을 심
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기각된 부분(특허청구범위 제6항 내지 제
18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심판단계에서 주장한 청구범위
기재요건 위배를 등록무효사유로 계속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
구범위 제6항 내지 제18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새로운 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한 사건
(본 조사에서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만을 고려한다.)이다.
이 사건은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구성요소 (a), (b), (c)는 제1, 2 트레이를 적층하
기 이전의 상태에서 개별 트레이의 구조적 형상을 특정한 것이고, 구성요소 (d)는 제
1, 2 트레이를 적층할 경우에만 구현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특정하고 있으
므로 그 발명의 실체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구성이어서 특허법 제42조제4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
가 있어 기능적으로 구성요소 (d)를 표현하긴 했으나 그 기술적 의미나 실체를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① 두 개의 트레이는 적층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인 구조(보스, 리셉터클, 텅, 레세스 등)를 가지고 있고, 적층
시 두 트레이 사이에 집적회로가 끼어 고정되며, ② 또한 두 개의 트레이는 각각 제1
및 제2 지지부 세트를 수반한 프레임 워크를 갖추고 있고, 위 제1 지지부 세트는 그
저장 포켓 영역 내의 집적회로 부품의 한쪽과 맞물린 제1 지지면을 형성하며(도면 5
도에서의 탭), 위 제2 지지부 세트는 위 제1 지지면과 평행하고 동 지지면으로부터
간격을 가지면서 집적회로 부품의 한쪽과 맞물린 제2 지지면(도면 6도의 탭)을 형성
하고 있고, ③ 각각의 프레임 워크에는 중심 연장부와 리세스부, 또는 모퉁이 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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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세스부가 적층시 서로 대응하여 결합되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④ 두개의 트레이
를 적층하면 볼록 형상의 중심 연장부 및 모퉁이 연장부는 각각 대응되는 오목 형상
의 리세스부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집적회로 부품을 수용하는 4개의 지지 벽을 완성
하여 저장 포켓 영역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⑤ 저장 포켓 영역의 주변부를 이루는 벽
의 기능은 BGA 부품의 지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움직임도 제한하며, ⑥
두 개의 트레이를 적층할 경우, 저장 포켓 영역을 형성하는 프레임 워크의 특징적 구
조에 의해 BGA 부품의 상․하 양쪽 면은 제1, 2 지지수단에 의해 고정되고, 수평방향
의 측면부(전․후․좌․우 둘레부)는 중심 연장부 및 모퉁이 연장부가 각각 대응되는 리세
스부에 맞물려 형성되는 4개의 벽면에 의해 고정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근거하
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는 제1 트레이 및 제2 트레이를 적
층함으로써 비로소 나타나는 기능, 즉 적층된 제1, 2 트레이가 집적회로 부품을 감싸
고정하는 제1기능과 근접하게 적층된 트레이 내의 프레임 워크수단이 상응하는 저장
포켓 영역 내에서 위 프레임워크 수단을 가로지르는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를 안정시
키는 제2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구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채택한 제1, 2 트레이 및 그 프레임워크 수단의 특징적 구조를 기재함에 있어, 적층
할 경우에만 구현되는 위 1, 2기능에 근거하여 구성요소 (d)를 한정하고 있다고 파악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에 해당하는 제1, 2 트레이가
집적회로 부품을 감싸 고정하는 제1기능과 프레임워크 수단을 가로지르는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를 안정시키는 제2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
성요소 (d)는 적층하기 이전의 구성요소 (a), (b), (c)에서 특정하지 못한 기술구성에
대하여 적층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되는 기능에 근거하여 기술구성을 한정하고 있다
는 점, 구성요소 (d)의 실체에 대하여 피고가 각 트레이 내 프레임워크 수단의 세부
구성 중에서 트레이의 적층에 의해 서로 맞물리는 구조, 즉 저장 포켓 영역의 주변부
벽을 형성하는 중심 연장부 및 리세스부에 해당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그리
고 그러한 구조들의 실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서 구체적으로 확
인되고 파악된다는 점, 또한 저장 포켓 영역의 주변부 벽의 기능이 수용되는 집적회
로 부품의 수평방향 위치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성요소 (d)의 실체를 프레임 워크에 형성된 중심 연장부 및 리세스부로 한정할 경
우,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에 대한 기재사항, 즉 두 트레이를 적층함으
로써, 중심 연장부 및 리세스부가 서로 맞물려 결합되어, 수용한 집적회로 부품을 감
싸 고정하는데 일조를 함과 동시에 그 부품의 수평방향 위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수단을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적으로 이해함에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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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7항 내지
제18항 발명도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판단하고
있다.
위 사례 2의 사건은 기능식 청구항의 유․무효 판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특허청
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하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
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판결하고 있
고, 이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도 기능식 청구항은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효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사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보여준 예(상응하는 구조)에 근거하여 그 기술
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로서의 기능적인(포괄적인) 범위를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명세서를
참작하여 판단한다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능식 청구항이 무효하다면, 과연 그 청
구항이 범위가 불명확하여 무효한 것인지, 혹은 범위가 과다하여 무효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0.18. 선고 97후1344 판결
특허법 제42조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
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
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
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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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2.09.12. 선고 2002허871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없거나, 이해되더라도 기술의 범위를 확
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구범
위의 기재 이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보완 해석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대법
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판결 등),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이라 함은 해당
발명의 요소로서 필수적인 구성 또는 공정의 기재를 생략하고 그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결과만을 기재한 청구항을 의미하는 바, 이는 앞서 본 예외 사유의
하나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없거나 이해되더라도 기술의 범위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효
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례 3(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발명의 명칭 : 반도체 장치
사건번호 : 2005허10480(거절결정불복)
이 사건은 심사단계에서 특허법 제29조제2항 진보성을 이유로 한 심사관의 거절결
정에 대해 출원인은 이를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단계에서
는 심사관의 진보성 위배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의해 거절결정함으로
써 출원인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서의 심결의 당부를 다투
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
재불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와이어
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의 배치관계를 한정한 부분인「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와
이어본드 패드 사이에 간격을 갖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또한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의
기재부분에서 ‘종방향’이 어느 방향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청구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의 문언 자체만으로 살펴보면, ‘종방향’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평면에서 기준으로부터 세로방향, 행렬에서는 열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도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의 배치관계에 관하여, 평면에서 위쪽에 와이어본드 패드가 있고, 이 와이어본
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배치하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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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드 패드는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 즉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을 근거로 하여 ‘종방향’을 와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서 있어서 이를 유일하고 우
월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출원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다른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
라, 피고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원고 제출의 의견서 중 “와이어본드 패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
게 형성되고, 와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으로 배
치”되어 있고,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는 종방향에 직교하는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를 갖도록 하는 기재에서, 첫머리의 ‘와이
어본드 패드’는 ‘다이본드 패드’의 오기임이 문맥상 분명할 정도로 위 의견서는
부정확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은 앞
서 살펴본 ‘종방향’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 2(b)의 평면도의 세로방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범위의 문언 이외에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재부분의 명확성을
살펴본다. 종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반도체장치 및 제2반도체장치는 그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종방향으로 바꾸어
종렬 배치되며(식별번호 <52>)”, “다이본드 패드에 대해 종렬 배치된 다른 다이
본드 패드(식별번호<72>)”라고 기재함으로써 종과 열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는 “다이본드 패드의 종방향의 폭은 이 다이본드 패드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의 종방향의 폭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좁은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70>). 반도체장치의 소형화에 따라, 다이본드 패드와 와이어본드 패드와의 거리가
작아진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거리를 크게 유지하여, 땜
납 브리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식별번호 <71>)”라고 기재되어 있
고, 그 실시예 8에는 도 13을 참조하면서 “리드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반도체장
치를 마더보드상에 접속할 때에 도 14(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브리지가 발생하여
접속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식별번호 <147>). 따라서 본 실시예에 관한 반도
체장치에서는 반도체소자를 고정한 리드(다이본드 패드)의 폭치수(도 14의 횡방향)
를 반도체소자의 폭치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좁게 함으로써 리드의 간격을 넓
게 잡을 수 있어 접속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도 13)(식별번호 <148>)”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예인 도 1에 관하여는 “도 1의 실시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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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치에서는, 다이본드 패드 및 와이어본드 패드가, 반도체장치의 리드에 대
해 수직인 방향의 양 측면의 사이에 걸치도록 설치(식별번호 <104>)”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장치에 대한 제조공정을 나타낸 도 2에 관
하여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복수의 리드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
어, 소위 발(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형태로 연속된 리드 프레임을 준비한다(식별번호 <79>). 도 2(b)의 다이본드
공정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복수의 반도체 소자를 에폭시 수지 등의 다이본드재로
리드 프레임상에 접착하여 고정한다(식별번호 <80>). 도 2(c)의 와이어본드 공정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금선 등의 와이어를 사용하여, 개별 반도체소자의 전극(미도시)
과, 반도체소자를 고정된 리드 프레임에 인접한 리드 프레임을 접속하여 배선한다
(식별번호 <81>)”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이본드 패드의 종방향은 반도체소자를 고정한 리드(다이
본드 패드)의 폭치수 또는 도 14의 횡방향과 같은 의미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예인 도 1의 리드에 대한 수직인 방향은 리드의 횡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도 2(b)와 같이 와이어
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간격을 두고 아래쪽으로, 즉 종방향으로 평행하게 배
치되어 있음을 넉넉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방향’의 의미를 명

확하게 이해하고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를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재현
할 수 있다.｣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후3057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
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므로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
는 참고자료 중 하나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전체를 기준으로 그 발명의 범위
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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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
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로 기재된 것임을 나타낸 사례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특허 출원된 발명에 있어서 특허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는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하므로 명세서 본문에
개시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그 정의가 용어
의 일반적 의미보다 우선하여 고려된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므로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축소 또는 확대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최초출원서에 특허청구범위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있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기술적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일견하여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
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바로 잡아 해석할 수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엄격히 한정한 이유가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요인을 미리 제거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 참고문헌
1. 특허청, 심사지침서.
2. 특허청,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가이드.
3. 이수완, 특허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4. 신현일, 특허청,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소고.
5. 김병우, 특허청, 기능식 청구항의 적용.
6. 성영환, 특허청, 기능식 청구항 관련 발명의 심사.
7. 이강옥, 특허청,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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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반도체 특허판례 심층 분석】
“제1편: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사례분석Ⅰ”
특허청 반도체심사팀
이시근 심사관(sgnlee@kipo.go.kr)
오창석 심사관(ohcs@kipo.go.kr)

1. 개요
발명자(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제62조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심사, 심판분야에서 상기 거절이유로서 제29조
제2항에 의한 진보성 흠결과 제42조에 따른 명세서 기재불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상기 거절이유
들 중에서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제42조제4항)에 관하여 아래의 두 가지 판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기술내용과 출원경과와 심판 및 소송단계에서의 쟁점을 살펴봄으
로써 기재불비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며 반도체 분야의 심사 및 특허출원업무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2. 사례 1
- 특허청구범위 내 ‘종방향으로 배치된~’이 명확한 기재인지의 여부
발명의 명칭 : 반도체 장치(SEMICONDUCTOR DEVICE)
사건의 종류 및 사건번호 :

심결취소소송(2005허10480, 거절결정 불복)

* 쟁점사항 : 특허법 제29조제2항 : 진보성 판단(심사단계)
동법 제42조제4항제2호 :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심판단계)
상기 사건은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진보성 위배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 출원인이
이를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단계에서는 심사관의 진보성
위배 판단과는 별개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의해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됨으
로써 출원인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서의 심결의 당부를 다
투게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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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특허청구범위 중「와이어본드 패드로부
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구 특허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본
고에서는 심판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제42조제4항제2호)에 대한 쟁점사
항과 심판원의 판단 및 특허법원에서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건 출원발명의 개요 및 경위
1) 특허분할출원 : 2002. 1. 18.(원출원일 1999. 3. 10.)
2) 의견제출통지(진보성 불인정) : 2002. 9. 23.
3) 의견서 및 명세서등보정서 제출: 2002. 11. 22.
4) 거절결정 : 2003. 5. 29.
5) 심판청구 : 2003. 8. 29.
6) 직권 의견제출통지(청구범위 기재불비) : 2005. 5. 31.
7) 의견서 및 명세서등보정서 제출 : 2005. 9. 30.
8) 심결 송달 : 2005. 11. 1.
-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은 그 기재 중 ‘종방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는 것이어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9) 심결취소 판결(2005허10480호) : 2006. 8. 23.
-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은 그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10) 심결송달 : 2006.12.05.
-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특허청 심사본부에 환송한다.
11) 등록결정 : 2006.12.12.
나. 이건 발명에 대한 관련 기술소개
이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반도체 패키징에서의 와이어 본딩 공정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공정으로 통해 만들어진 IC의 Die 혹은 Barechip은 사이즈가 작
기 때문에 다른 회로들에 그대로 붙여 쓸 수가 없고, 그것을 보통 패키징과정으로
통해 회로에 올라갈만한 외부단자(Lead Frame)로 뽑아내는데, 이러한 패키지 내부
에서 IC Die의 PAD와 리드프레임(Lead Frame)과는 얇은 선으로 연결하게 되며, 상
기 반도체 PAD에서 외부 단자로 연결하기 위해 심는 얇은 선들을 붙이는 것을 와이
어 본딩이라고 한다. 그림4-1에서는 와이어본딩 처리된 반도체 패키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4-2에서는 리드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 패키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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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와이어본딩 처리된 반도체 패키지

<그림 4-2> 리드프레임을 이용한 패키지

다. 이 건 출원발명의 심사 및 심판단계 쟁점
이하 이건 발명의 요지 및 심판, 소송단계에서의 거절이유에 대한 판단 및 쟁점사항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건 발명(청구항 1)의 요지
와이어본드 패드(1), 다이본드 패드(2), 반도체소자(3), 와이어(4) 및 밀봉수지(5)
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로서 발명의 상세한설명의 실시예8에서 뒷받침되는 반도체장
치.(도 1의 도면13 및 14를 참조. 거절결정시의 청구항 1의 내용은 이후에 기술
함.)
실시예 8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관해 도 13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리드(1)의 간격(20)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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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17) 상에 접속할 때에, 도 14의 좌측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은, 브릿지(21)가 발생하여 접속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
에 관한 반도체 장치에서는, 반도체 소자(3)를 고정한 리드(1)(다이본드 패드)의 폭 치수
(도 14의 횡 방향)1)를 반도체 소자(3)의 폭 치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좁게 함으로써,
리드(1)의 간격(20)을 넓게 잡는 수 있어, 접속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도 13).

--------------------> 이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종방향1)

도 1
2) 심사단계 의견제출통지 : 진보성 불인정, 2002. 9. 23.
3) 심사단계 거절결정 : 2003. 5. 29.
지난 2002.11.22.자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 재심한 바, 본원발명이 인용발명들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복수의 반도체 소자를 실장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에 복수의 반도체소자를 배치시킨 상태에서 전기접속과 수지 밀봉을 수행
하고 단일소자로 절단하는 기술적 핵심이 일치합니다.
본원발명이

적당한 레이아웃으로 반도체소자 크기에 따라 실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구

조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본원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유추 가
능한 영역내의 기술로 그 정도는 인용발명에서도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기술은 반도
체 패키지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유사하고 제조과정 또한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1) 상기 폭치수 및 도14의 횡방향은 모두 이사건의 쟁점사항인“종방향”과 같은 의미임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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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9.23.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 참고 <거절결정시 특허청구범위 제1항>
상하면을 가진 와이어본드 패드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는 간격을 두고 그 것으로부터 종방향으로 바꾸고 거의 평형으로
배치된 상하면을 가지는 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의 상면 상에 탑재되는 반도체소자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의 상면과 상기 반도체 소자의 제1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게 구성
되는 와이어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상기 다이본드 패드, 상기 반도체소자 및 와이어를 봉지하고,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의 각각의 하면만이 노출하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
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사이의 간격을 충전하게 구성된 밀봉수지를 구비하고,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는 반도체장치의 측면적과 동일한 종방향에 수
직인 측면적을 가지는 반도체장치.

4) 심판단계 직권 의견제출통지(청구범위 기재불비) : 2005. 5. 31.
이 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는 간격을 두고 그 것
으로부터 종방향으로 바꾸고 거의 평형으로 배치된 상하면을 가지는 다이본드 패드』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것으로부터 종방향으로 바꾸고』 및 『거의 평형으로 배치된 상하면을
가지는』이라는 사항의 기술적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이 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
위 제1항에는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는 반도체장치의 측면적과 동
일한 종방향에 수직인 측면적을 가지는』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반도체 장치의 측면적’
과 ‘와이어본드 패드 및 다이본드 패드의 측면적’이 지칭하는 대상이 불명확하며, ‘동
일한 종방향에 수직인’의 기술적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5) 심판단계 보정서 제출 : 2005. 9. 30.
【청구항 1】표면과 저면을 갖는 와이어본드 패드와,
표면과 저면을 갖는 다이본드 패드로서, 그 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사이에
간격을 갖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또한 상기 와이어본
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의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소자와,
상기 반도체소자의 제1전극과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의 표면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형성
된 와이어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와 상기 다이본드 패드의 저면만이 노출하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
드, 상기 다이본드 패드, 상기 반도체소자 및 상기 와이어를 봉지하고, 상기 다이본드 패
드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밀봉수지를 구비하고,

<이하 중략>

~

한 것을 특징으로 반도체장치.

6) 심결 송달(기각심결) : 2005. 11. 1.
라. 심결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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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
치된」이라는 기재 중에서‘종방향’이 문언상 어느 방향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
다.
(2) 나아가 청구항 전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위
‘종방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와이어본드 패드는 장방형(직사각형)으로 통
상 한쪽 방향의 길이가 더 길고, 원고가 제출한 2005. 9. 30.자 의견서(을 제6호
증)에도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2), ‘종방향’이란 와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
허청구범위 중「그 다이본드 패드와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사이에 간격을 갖도록,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또한 상기 와이어본드 패드
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라는 기재로부터 다이어본드 패드는 와
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이본드 패드가 와이어본드
패드에 대하여 평행하게 배치된다는 점 즉, 와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과 직교하
는 측면 방향이나 그 언저리에 다이본드 패드가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과 모순된다.
출원인이 의견서에 기재한 종방향

------------>

(이와 수직인 B-B'방향이 법원에서 판단한 종방향 ↓)

도 2

2) 이는 법원에서 판단된 방향과 상반되는 것임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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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기 종방향에 대한 관점
제1항에 기재된 ‘종방향’에 대한 관점은 출원인이 의견서에 기재한 종방향은 [도
2]에서의 가로방향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기 의견서에 기재된 방향과
는 수직인 방향을 종방향으로 판단하였다.

바.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특허청구범위 중「와이어본드 패드로부
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구 특허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지임.
2) 판단
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2
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
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
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 출원된 발
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
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
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후3057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
드의 배치관계를 한정한 부분인「상기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으로 배치된
다이본드 패드」의 기재부분에서 ‘종방향’이 어느 방향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자체만으로 살펴보면, ‘종(縱)방
향’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평면에서 기준으로부터 세로방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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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行列)에서는 열을 지칭한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는 비록 따로 명시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제1반도체장치 및 제2
반도체장치는 그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종방향으로 바꾸어, 종렬 배치되며’(식별
번호 <52>), ‘다이본드 패드에 대해 종렬 배치된 다른 다이본드 패드’(식별번호
<72>)라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종과 열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도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
본드 패드의 배치관계에 관하여, 평면에서 위쪽에 와이어본드 패드가 있고, 이 와
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배치하
되, 다이본드 패드는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 즉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배치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중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
방향}”,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라는 기재부분을 근거
로 하여 ‘종방향’을 와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의 의도를 알 수 있
는 자료로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특허청구
범위를 해석함에서 있어서 이를 유일하고 우월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출원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다른 기재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원
고 제출의 의견서 중 “와이어본드 패드(2)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본
드 패드(1)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형성되고, 와이본드 패드
(1)로부터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와이어본
드 패드(1)와 다이본드 패드(2)는 종방향에 직교하는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를 갖도록 하는 기재(을 제6호증)에서, 첫머리의 ‘와이어본
드 패드(2)’는 ‘다이본드 패드(2)’의 오기임이 문맥상 분명할 정도로 위 의견서
는 부정확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은
앞서 살펴본 ‘종방향’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
는 바와 같이 ‘도 2(b)의 평면도의 세로방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의 주장대로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를 배
치하면, ‘대략 평행하게 설치한 리드를 갖는 리드 프레임에 복수의 반도체소자를
탑재하고, 전체를 수지밀봉한 후에, 각 반도체장치로 절단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사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여 반도체장치를 제작’(명세서 식별
번호 <35>)하는 제조공정을 따를 수 없게 되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다) 나아가 청구범위의 문언 이외에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
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재부분의 명확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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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이본드 패드의 종방향
의 폭은 이 다이본드 패드에 탑재된 반도체소자의 종방향의 폭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좁은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70>)”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실시예 8에는
도 13을 참조하면서 “리드(1)의 간격(20)이 좁은 경우에는 반도체장치를 마더보드
(17)상에 접속할 때에 도 14(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브리지(21)가 발생하여 접속불
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식별번호 <147>). 따라서 본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장치
에서는 반도체소자(3)를 고정한 리드(1)(다이본드 패드)의 폭치수(도 14의 횡방향)
를 반도체소자(3)의 폭치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좁게 함으로써 리드(1)의 간격
(20)을 넓게 잡을 수 있어 접속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도 13)(식별번호 <148>)”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예인 도 1에 관하여는 “도 1의 실시
예에 관한 반도체장치에서는, 다이본드 패드 및 와이어본드 패드가, 반도체장치의
리드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양 측면의 사이에 걸치도록 설치(식별번호 <104>)”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장치에 대한 제조공정을 나타낸
도 2에 관하여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복수의 리드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소위 발(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
려 만든 물건) 형태로 연속된 리드 프레임(6)을 준비한다(식별번호 <79>). 도 2(b)
의 다이본드 공정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복수의 반도체 소자(3)를 에폭시 수지 등의
다이본드재(2)로 리드 프레임(6)상에 접착하여 고정한다(식별번호 <80>). 도 2(c)
의 와이어본드 공정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금선 등의 와이어(4)를 사용하여, 개별
반도체소자(3)의 전극(미도시)과, 반도체소자(3)를 고정된 리드 프레임에 인접한
리드 프레임(6)을 접속하여 배선한다(식별번호 <81>)”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이본드 패드의 종방향은 반도체소자(3)를 고정한 리드
(1)(다이본드 패드)의 폭치수 또는 도 14의 횡방향과 같은 의미이고,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실시예인 도 1의 리드에 대한 수직인 방향은 리드의 횡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도체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도 2(b)인

와 같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간격을 두고 아래쪽으로,
즉 종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넉넉하게 알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반도체장치에 관한 실시예인 도 1, 4 내지 8이 아니라 반도체장치의 제
조공정에 관한 실시예인 도 2(b)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의 기재불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
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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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방향’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
이본드 패드를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와 결
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있어 인용한다.
사. 결론
1) 특허출원서류에서 명세서의 역할
특허출원서류 중 명세서(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에게 권리서의 역할을 하여 특허법
제1항에서 발명의 보호, 장려에 부합하며, 또한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는 공
중에게 있어서 기술문헌의 역할을 하여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제42조제3항), 특허청구범위는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고 또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제4항)라고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2)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중요성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
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
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 할 수 없다(99후 727 판결)’고 판례는 판시하여, 권리범위의 판
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상기 특허법원 판례의 의미
이건 출원의 특허법원의 판단은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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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선고 2001후3057) 판결의 판례를 참고하였으며, 또한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
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특허
청구범위를 해석함에서 있어서 이를 유일하고 우월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명세서의 전 취지를 통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심사단계에
서의 거절이유를 극복하며, 특허등록 후 권리의 불명확화로 향후 분쟁이 생기는 것
을 방지하고, 또한 등록특허의 부실 권리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출원인 및 제3
자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출원인 및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명세서의 기재불비 요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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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2
-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는지에 관한 여부

발명의 명칭 : 체임버 세척 방법(CHAMBER CLEANING METHOD)
사건의 종류 및 사건번호 : 심결취소소송(2005허6498, 거절결정 불복)
* 쟁점사항 : 제42조제4항제1호 :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심사, 심판단계)
상기 사건은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
출원인이 이를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단계에서도 심사관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서의 심
결의 당부를 다투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챔버 세정 방법으로 1단계; 2단계; 3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항 제1항의 세정 방법으로는 그 중
2단계를 기재하지 않고 1단계; 3단계로 기재한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이번 분석에서 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건 출원발명의 개요 및 경위
1) 특허출원 : 1996.06.12.
2) 심사청구 및 명세서등보정서 제출: 2001.06.12.
3) 의견제출통지 : 2003.07.28.
4) 의견서 및 명세서등보정서 제출: 2003.09.24.
5) 거절결정 : 2004.02.14.
6) 심판청구 : 2004.02.26.
7) 심결송달 : 2005.06.29.
-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
는 것이어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8) 심결취소청구(2005허6498호) : 2005.08.03.
- 청구기각, 거절결정 확정
나. 이건 발명에 대한 관련 기술소개

식각 및 증착 장치에 대한 챔버의 세정
이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반도체 장치인 증착 및 식각 장치의 건식 세정에 관

47

한 분야이다. 반도체 장치 챔버는 식각 및 증착시에 원료가스에 의한 챔버 내벽의 오
염이 심각하여 다음 공정시에 불순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플로린 계열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챔버 내벽에 붙어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Ti/TiN CVD 증착 후 챔버 세정은 NF3, F2, C2F2, ClF3 등을 이용한 플라즈마에 의해
챔버 내벽에 남아있는 Ti 성분을 TiF4의 부산물 형태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SiO2,
Si3N4 CVD 증착 후 챔버 세정은 챔버 내벽에 남아있는 Si 성분을 플로린 계열의 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SiF4의 부산물 형태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로린 플라즈마 세정
의 단점은 세정 후에 챔버 내벽에 플로린 잔류물이 남아 후속 증착 공정에서 막질 악
화, 불량한 스텝 커버리지, 재현성의 불량, 핀홀 등의 불량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량을 막기 위해조절공정(conditioning)이 필요하게 된다.
조절공정이란 환원가스(reducing gas; SiH4, NH3, H2, PH3, B2H6, AsH3)에 의해 잔류
된 플로린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불활성 가스로 플러슁(flushing)하여 플로린 잔여물
제거하는 방법과 얇은 산화막이나 질화막(500-2000Å)을 플로린 잔여물 위에 증착하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플로린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10분 정도 플러
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활성 가스의 플러슁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산화막이나
질화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로린 잔여물이 생겼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 다시 산
화막이나 질화막을 증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
다. 이 건 출원발명의 심사 및 심판단계 쟁점
1) 이건 발명(청구항 1)
최초 청구항 제1항
NF3 및 아르곤(Ar) 가스를 1600W(RF power)에서 일정 시간 동안 체임버를 세척하
는 단계, SiH4, N2 및 NH3 가스를 800W(RF power)로 30초 동안 상기 체임버 내부
를 순화시키는 단계, SiH4 및 H2 가스를 500W(RF power)로 120초 동안 상기 체임
버 내부를 순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
특허청구범위(자진보정)
제1항. 체임버의 내부를 세척하는 단계, 체임버의 내벽에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
제2항. 제1항에서, 상기 세척 단계는 NF3 및 Ar을 포함하는 기체를 이용하는 체임
버 세척방법.
제3항. 제1항에서, 상기 실리콘 막 형성 단계는 SiH4 및 H2를 포함하는 기체를 이
용하는 체임버 세척방법.
제4항. 제1항에서 상기 세척 단계 이후에 상기 체임버의 내부를 순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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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4항에서, 상기 순화 단계는 SiH4, N2 및 NH3를 포함하는 기체를 이용하는
체임버 세척방법.
2) 심사단계 의견제출통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3) 심사단계 거절결정 : 2004.02.14.
접수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당초 거절이유(청구항1이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에 대해 출원인은 보정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
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원의 청구항1에는 체임버 내부를 세척하는 단계(제1단계 해당) 및 체임버 내벽에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단계(제3단계 해당)를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에 대해 기
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체임버 내부에 F 이온
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NF3 및 아르곤 가스를 1600W에서 일정 시간 동안 체임
버를 세척하는 제1단계, SiH4, N2 및 NH3 가스를 800W로 30초 동안 체임버 내부
를 순화시키는 제2단계 및 SiH4 및 H2를 500W로 120초 동안 체임버 내부를 순화
시키는 제3단계를 필수구성요소로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바,
상기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원을 재심사한 결과 당초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거
절결정합니다.
4) 심결 송달(기각심결) : 2005.06.29.
가) 심결이유의 요지
ꋮ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를 받고자 하여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다.
ꋮ 이 사건 청구범위 제1항은 체임버의 내부를 세척하는 단계(이하 구성①이라 한
다) 및 체임버의 내벽에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②라 한다)를 포함하
는 체임버 세척방법이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체임버 세척방법은 그 실시
예로서 불화질소(NF3) 및 아르곤(Ar)가스를 1600w(RF power)에서 일정시간 동안
체임버를 세척하는 단계(이하 1단계이라 한다), SiH4, N2 및 NH3 가스를 800w(RF
power)로 30초 동안 위 체임버 내부를 순화시키는 단계(이하 2단계라 한다), Si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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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2 가스를 500w(RF power)로 120초 동안 위 체임버 내부를 순화시키는 단계
(이하 3단계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실시예의 3단계는 체임버 내부에서 비정질 실
리콘과 F 이온이 반응하여 배기되거나 체임버 내부 벽에 형성되는 실리콘 막에 포
획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범위 제1항과 실시예를 비교하면 구성①, ②는 실시예의 1, 3단계에 각각 대응
하는 것으로 구성①, ②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체
임버 세척방법의 실시예에서 1단계 내지 3단계 중 일부일 뿐 체임버 세척방법이 구
성①, ②만으로 구성되어 구성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동작하는 것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범위 제1항에 대응한 발명이 기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ꋮ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실시예의 1, 2단계는 종래의 체임버 세척방법이
며, 본원발명은 실시예의 1, 2단계에 3단계를 추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
고, 가사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2단계가 없이 실시예의 1, 3단계만으로
발명을 실시하여 F 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시
예의 1, 2, 3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조건을 기재하고 있
을 뿐, 구성①, ②에 대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구성①, ②에 따른 체임버 세척방법에 대한 최적의 공정
조건을 구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범
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에 의해 암시되어 있다
고 볼 수도 없다.
라. 특허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챔버 세정 방법으로 1단계; 2단계; 3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항 제1항의 세정 방법으로는 그 중
2단계를 기재하지 않고 1단계; 3단계로 기재한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임.
2) 판단
가) 청구범위 제1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
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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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발명
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를 허여한다고 하는 특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체임버의 내부를 세척하는 단계와 체임버의
내벽에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의 체임버 세척방법 즉 1단계와 2
단계에 의한 체임버 세척방법에 따르면 자기 건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NF3 가스로
인하여 체임버 내에 F 이온이 잔류하게 되고 SiNX의 순화공정으로는 F 이온을 완
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후속 공정에서 제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 내부에 F 이
온이 잔류함으로써 박막 트랜지스터의 열화현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발명은 순화공정을 통하여 체임버 내부에 F 이온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SiH4 및 H2 가스를 500w(RF power)로 120초 동안 체임
버 내부를 순화시키는 공정 즉 3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체임버 내부에서 비정질 실리
콘과 F 이온이 반응하여 배기되거나 체임버 내부 벽에 형성된 박막에 포획되도록
하여 F 이온을 제거하는 세척방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모두 거치는 체임버 세
척방법과 1단계와 2단계만을 거치는 체임버 세척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비
하여,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①, ②는 그러한 체임버 세척방법 이외에 다른 체임
버 세척방법(예를 들어 사용물질이나 공정조건을 달리한 체임버 세척방법 혹은 F
이온이 발생하지 않는 체임버 세척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기재된 발명이 실시예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공정조건
등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형될 수 있다거나 다른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아
무런 언급이나 시사도 없는데다가, 그러한 공정조건의 변형이나 다른 방식의 적용
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
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
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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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의미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공개서로서 역할을 하는 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여 특허권이 부
여되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
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특허를 받고자 하여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
인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의하
여 판단한다.
2) 상기 특허법원 판례의 의미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
받침될 것을 의미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경우라면,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함에 있어 출원인 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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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반도체 특허뉴스 브리핑】
“제1편: 2007년 6월~8월”
특허청 반도체심사팀
오창석 심사관(ohcs@kipo.go.kr)

1.국내외 반도체관련 특허 분쟁3)

게재매체

게재일

가

샤프, 대만 중소업체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전자신문

2007.06.08.

나

삼성전자, 미국에서 일본 업체와 특허분쟁

다

니치아 화학공업 vs. 서울반도체

라

LG, 특허권 침해 히타찌 제소

마

삼성전기-심텍, 특허 분쟁?

바

LG 필립스 미국 업체와 소송 합의

사 필립스 루미레즈, 에피스타제품 사용 업체에 수입금지명령 통보

YTN & Digital 2007.06.07.
i-pac

2007.06.14.

YTN & Digital 2007.06.19.
전자신문

2007.07.23.

파이낸셜타임즈 2007.07.06.
뉴시스

2007.07.13.

자

테크윙, 대만서 ‘특허권 침해금지’ 결정

차

니치아 화학공업, 영국 Argos사와 화해로 특허소송 종결

i-pac

2007.08.06.

카

한·일·대만, LCD 특허 소송 전쟁

경향뉴스

2007.08.07.

타

샤프, LCD 관련 기술로 삼성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i-pac

2007.08.08.

파

서울반도체, AOT 대상 특허 소송 승소

전자신문

2007.08.11.

게재매체

게재일

2.특허 길잡이4)

파이낸셜뉴스 2007.07.18.

가

지재권 침해한 장비만 써도 소송

전자신문

2007.06.21.

나

세계적 주목을 받은 K교수 특허분쟁 왜? 직무발명 소유권 관심

머니투데이

2007.06.12.

다

특허청, e특허나라 개통

전자신문

2007.08.02.

라

세계는 지금 박 터지는 특허 전쟁

주간동아

2007.08.08.

마

김광호 삼성전자 부사장 '지재권 영향력 있는 50인'에

세계일보

2007.08.08.

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제 시범 시행 특허심사 13개월 단축

머니투데이

2007.08.09.

사

특허괴물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디지털타임스 2007.08.22.

3) 2007년 6월-8월 사이에 매체를 통해 발표된 국내외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소개
4) 특허 길잡이(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지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특허
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 및 유용한 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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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외 반도체관련 특허 분쟁
가. 샤프, 대만 중소업체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챙기기’가 심화
샤프가 자사 특허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세계 3위의 액정표시장치(LCD) TV 제
조업체인 일본 샤프가 최근 대만 중소 패널업체인 ‘한스타(HannStar) 디스플레
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샤프는 한스타가 특허권 사용에 대해
4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한스타의 LCD 패널과 TV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스타는 지난 2003년 샤프와 PC용 LCD 패널에 관한 특허권 사용 계약을 했고 작년
12월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샤프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스타의 추 치하오 부사장은 “현
재 샤프 측과 특허권 사용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에 도달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 부사장은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4개 특허 가
운데 일부는 우리도 더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료 지불 의무가 없
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의 디스플레이 대기업이 대만의 일개 중소업체를 상대로 특
허 분쟁을 야기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파이낸셜타임즈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
들어 대만·중국 등지의 중소업체들이 저가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세계 LCD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건
을 계기로 샤프를 비롯해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식재
산권 챙기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 2007.06.08.)

나. 삼성전자, 미국에서 일 업체와 특허분쟁
- 삼성전자 vs 레네사스 특허소송 맞대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2위의 반도체 회사 레네사스 테크놀로지가 삼성
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는 레네사스가 반도체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레네사스 제품의 수
입을 막아줄 것을 지난달 ITC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 히다치와 미쓰비시가 반도체
부문을 통합, 설립한 레네사스 역시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 (YTN & Digital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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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치아 화학공업 vs. 서울반도체
- 니치아를 넘어라! 백색 LED 전쟁
니치아 화학공업은 2007년 5월 17일, 자사 보유의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오사
카 지방법원에 재팬 서울 반도체(서울반도체사의 일본법인)와 쿄오에이 산업(서울
반도체사의 일본 판매 대리점)을 제소했다. 니치아 화학공업이 특허침해를 주장하
는 제품은 서울반도체사가 제조하는 백색LED 「Z-Power LED P9 」시리즈의 백색
LED 제품으로 자사 특허 2건(특허 제3511970호, 특허 제2778349호)을 침해하는 것
으로 판단하여 특허침해소송 제기하고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특허지원센터(i-pac) 2007.06.14.)

라. LG, 특허권 침해 히타찌 제소
- LG vs 히타찌 PDP 특허 소송
LG전자와 일본 히타찌사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특허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
되고 있다. LG 전자는 히타찌사가 자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특허권 중 7건을 침해
했다며 히타찌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LG 전자의 이 같은 조치는 히타찌사가 두 달 여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
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회
사의 법정 공방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가격 등 측면에서 LCD에 밀리면서 양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YTN & Digital
YTN 2007.06.19.)

마. 삼성전기-심텍, 특허 분쟁?
- 특허침해 2차례 경고장, 원칙적 대응은 공개 기술 주장
삼성전기가 보드온칩(BOC) 경쟁기업인 심텍에게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2차례
나 보낸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BOC는 주로 DDR2 D램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판용 PCB로 심텍이 25%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기는 일본
의 신코와 2, 3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BOC는 이들 3개사 시장 점유율이 총 70%에
육박할 정도로 독과점 품목이다.
삼성전기는 경고장에서 심텍이 BOC 공정 가운데 도금 부분과 절삭 부분에 자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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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기 측은 “심텍이 삼성전기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판가를 인하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경고장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일단 2차 경고장에 대
한 심텍의 답변을 들은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대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텍은 삼성전기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 특
허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텍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기
가 발송한 경고장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치고 답변을 한 상태”라며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2007.07.23.)

바. LG 필립스 美업체와 소송 합의
- 특허권 무단 사용은 이제 그만!
LG필립스LCD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의 화질개선과 관련된 기술 침해로 미국의 특
허 전문기업과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해 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
다. LPL은 이날 “미국 아카시아 리서치의 자회사인 IP이노베이션LLC와 지난해 1월
부터 진행해 온 특허침해 분쟁을 양사 합의에 따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침해기술은 LCD TV 화면의 잡음을 없애 주는 등 화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PL은 IP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화질개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초에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고 이후 미국 일리노이 북
부 법원에서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이번 합의로 LPL은 특허침해로 인한 법원 판결은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
선 LPL이 거액의 로열티 등을 IP이노베이션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LPL은 앞으로 IP이노베이션의 화질개선 특허기술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PL 관계자는 “양사가 특허소송 합의 내
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파
이낸셜타임즈 2007.07.06.)

사. 필립스 루미레즈, 에피스타 제품 사용업체에 수입금지명령 통보해
- 특허권의 막강한 위력! 이래서 특허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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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루미레즈(Philips

Lumileds)가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필립스 루미레즈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에피
스타(Epistar)의 OMA, MB, GB LED의 수입 제외명령을 내렸다고 위 제품을 사용한
칩 패키징, 유통, 기타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제외명령에 따라, 에피스타의 LED와 이를 포함한 패키지 LED, 이 패키지 LED로 구
성된 보드 등의 수입도 금지된다. 대통령 검토기간이 종결되어 현재 ITC의 제외명
령이 최종 발효되었다. 필립스 루미레즈는 ITC 명령 및 진행 중인 소송에 따라 LED
칩 패키징 업자, 고객, 유통업자에게 다음 핵심사항을 통보하고 있다.
◇에피스타의 MB, OMA, GB LED, 또는 이 LED를 포함한 제품을 미국 내 반입, 제
조, 사용, 판매, 판촉하는 행위는 필립스 루미레즈의 특허권을 위반하는 것이
다.
◇무면허 제조업체들은 손해배상 계약으로 필립스 루미레즈 특허권 위반을 해명
할 수 없다. 제조업체가 필립스 루미레즈의 행동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
겠다는 약속은 필립스 루미레즈가 자사 특허권을 보호하고 해당 고객의 피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은 세관의 위반제품 제외조치에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반제품을 사용, 수입, 무면허 판매하는 업체는 그 행위가 무지에 의한 것이
라 하더라도 필립스 루미레즈의 특허권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다.
◇ITC 조사기간 동안 ITC는 에피스타에게 현재 시판되는 AlInGaP LED 제품 및 차
세대 제품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은 모두
특허 718에 관련한 특허권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AllnGaP LED의 상용화에 있
어 특허권 718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필립스 루미레즈는 에피스타
가 지난 십여 년간의 성과와 달리 갑자기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는 대체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위반제품의 미국 수입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들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AllnGaP LED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바고(Avago) 등의 칩 패키징기업, 라스터
테크(Lastertech), 마루베니(Marubeni), 프로메이트(Promate), 퓨처 일렉트로닉스
(Future Electronics)등 필립스 루미레즈 특허 라이센스를 소지한 AllnGaP 제품을
제공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구할 수 있다. 필립스 루미레즈는 캘리포니아 노
스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에피스타의 OMA, MB, GP 제품과 관련, 자사 특허권을 보
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보상과 금지명령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정보는 http://www.lumileds.com/corporate/ip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시스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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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크윙, 대만서 ‘특허권 침해금지’ 결정
- 길고 짧은 건 재어봐야! 테크윙 특허무효심판으로 대응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국내 대표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이 이달 초 대만법원으
로부터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세계최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로 지난해 2월 대만법원에 테크
윙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대표 마루야마 도시오)는 17
일 “대만 신추 지방법원이 지난 5일자로 테크윙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어드반테스트가 제소한 가처분 신청 사유는 테크윙이 어드반테스트의 반도체 테스
트 핸들러 구조의 기본설계 등을 포함한 대만 등록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 반도
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공정 중 최종과정인 전기적(electrical) 시험 공정에
쓰이는 주 검사장비. 반도체 칩들을 공급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품질에 따라 등
급을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다.
테크윙과 어드반테스트는 이미 국내에서 3차례 반도체 검사장비 특허침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모두 테크윙의 승소로 결론났다. 어드반테스트가 불복해 항
소, 현재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만 남겨 놓고 있다. 어드반테스트는 이번 대만법
원의 판결을 계기로 테크윙의 다른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품들에도 특허침해 중
지를 요구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크윙은 대만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반응이다.
특허팀의 곽성호 부장은 “한국과 달리 대만에선 가처분 결정이 나도 공탁금만 지
불하면 가압류가 풀리기에 제품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대만의 손
해배상 본안 심사에서 무효로 판결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 본
다”고 말했다. 이어 곽 부장은 “어드반테스트가 한국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해외
로 나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뒤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
다”고 파악했다. 한편, 테크윙은 이번 특허금지 가처분을 받은 어드반테스트의 특
허

3건에

대해

대만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파이낸셜뉴스

2007.07.18.)

자. 니치아 화학공업, 영국 Argos사와 화해를 통하여 특허소송 종결
- 니치아, 세계를 비춰라! 블루에서 화이트까지
니치아 화학공업은 영국 Argos사가 니치아 화학공업에 대하여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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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특허소송 종결에 합의했다. 2006년11월, 니치아 화학공업은 백색 LED와
관련하여 영국 Argos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요구
했으나 Argos사는 자사가 판매한 백색 LED 응용제품은 제3자인 아시아의 메이커로
부터 구입한 것으로 주장했다.
법원이 니치아 화학의 특허침해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Argos사가 기술
료 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화해 종결됐다. 본 소송과 관련된 니치아 화학의 특허는
유럽 특허(UK) EP0952617 호, EP0622858 호, 및 EP0936682 호로 일본 및 미국에서
의 권리행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유럽에서도 권리행사 실시가 가능해졌다. (특허지
원센터(i-pac) 2007.08.06.)

차. 한· 일· 대만, LCD 특허 소송 전쟁
- 특허 소송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계 액정화면(LCD) 업계에 ‘소송 전쟁’이 벌어졌다. 세계시장을 3분하고 있는
한·일·대만 업체 사이에 LCD 기술 특허를 둘러싼 물고 물리는 소송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샤프와 삼성의 맞불=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샤프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LCD 관
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또 관련 기
술을 사용한 삼성전자의 TV와 모니터,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도 요청
했다. 삼성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기술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유 기술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맞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샤프의 이번 소송은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굳히고 있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시장조사 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LCD시
장에서 148억 5400만달러의 매출로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샤프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량인 72억7200만달러로 5위였다. 샤프는 전통적으로 LCD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로 지금은 입지
가 극히 좁아진 상태다. 올 상반기 6위로 밀려난 샤프는 최근 일본 LCD 패널
공장에 3800억엔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대적 시설 확충과 시장 공
략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압박할 필요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줄 잇는 소송=특허 소송은 삼성전자만 당한 게 아니다. 대만 LCD업체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CMO)는 지난 5월 LG필립스LCD(LPL)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
다며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LPL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2월
우리가 치메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反訴) 성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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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다 안되니까 역으로 소송을 제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LPL은 대만 옵토일렉트로닉스(AUO)와
CMO를 상대로 3가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PL은 2005년 5월 대만
청화픽쳐튜브(CPT)와 모회사인 타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
다. 소송은 엉뚱한 데서도 불거졌다. 지난 2월 미국 ‘앤빅’은 일본 니콘 노
광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대만업체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광기는 LCD 패널 제조 핵심 장비다. 이 소송은
앤빅이 2005년 니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
박용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이유는 뭔가=이 같은 소송전은 한·일·대만 3국 업체들 간에 치열한 시장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제 일본은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해왔으
나 최근 우리나라와 대만에 밀려 3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강하
다. 반면 기술력이 빈약한 대만은 기술 확보보다는 국내 업체들 기술을 베껴
파는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소송에 취약한 사업구조를 갖고있는
셈이다.
LCD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변호사 천국’인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미국 변호사들이 업체를 부추겨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면서
“이는 우리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커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뉴스 2007.08.07.)

카. 샤프, LCD 관련 기술로 삼성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 삼성의 선택은?
샤프는 LCD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5건의 특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미국지사, 삼성통신 미국지사를 상대로 2007년8월6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음의 제품들이 샤프가 보유한 LCD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삼성이 제조하고 삼성전자의 미국지사가 판매한 LCD 모듈; 삼성전자
가 제조하고 삼성전자의 미국지사가 판매한 LCD 모듈이 장착된 LCD TVs 와 LCD 모
니터; 삼성전자가 제조하고 삼성통신 미국지사가 판매한 LCD 모듈이 장착된 모바일
폰. 샤프는 상기 소장에서 손해배상과 침해품의 판매 금지 및 배심원재판을 요구했
다.
◇샤프의 상기 5건의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4,649,383, 5,760,855, 6,0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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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024 및 7,057,689인데, 이들 모두 LCD 모듈과 관련된 기술
◇LCD 산업의 선두주자인 샤프는, 1970년 LCD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여
197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산기에 LCD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인 연
구 개발 중
◇샤프는 2001년에 AQUOS LCD TV를 소개하였으며, 2004년에 일본의 가메야마 공
장(LCD 모듈로부터 LCD TV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서 대화면 LCD TV를 생산하기 시작
◇샤프는 일본, 미국 및 여러 다른 나라에서 LC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또한 라이센스하고 있음, 샤프는 2006년 이래로 삼성전자와 LCD 특허의
라이센스에 대해 협의를 하여 왔으나, 이러한 협의가 상호 간에 좋을 결과를
맺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었음
(i-pac(출처: http://kr.blog.yahoo.com/fee33ff-2007.08.08.))

타. 서울반도체, AOT 대상 특허 소송 승소
- 서울반도체 앞길은 백색 LED로 밝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대만의 LED업체인 AOT가 서울반도체의 대만 등록 백색
LED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대만 AOT를 상대로 백색 LED 특
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2005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OT는 이에 맞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
구한 바 있으나 지난 2006년 11월에 기각되었고,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서울반도체의 대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되었다. AOT는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서울반도체 백색 LED 특허를 도용
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됐으며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가 특허를 등록한 미
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반도체 측은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2007년 전체 시장의 약 40%인 7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결과는 서울반
도체가 향후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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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길잡이
가. 지재권 침해한 장비만 써도 소송
미국 퀄컴과 브로드컴의 특허분쟁이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사태로까
지 번지면서 특허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
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은 연간 수백억 원의 특허수익을 거두면서,
또 연평균 40∼50건의 소송에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도 없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적재산권(IPR)
시한폭탄을 안고있는 상황이다.

특허는 무형의 자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

지만 예고 없이 공격하는 잠재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의 시급
함이 더한다.
◇고도화되는 특허 분쟁=삼성전자는 최근 한 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로부터 특허
침해로 피소당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들지 않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소송을 당
한 데에는 해당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사의 장비를 썼다는 이유다. 이 업
체는 나아가 그 장비로 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업종
이 바로 특허전문회사(Patent troll)다. 다양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매집해
각국을 돌며 해당 특허를 침해한 업체를 찾아내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전문인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 피소 중 상당수도 이 같은 경우며, 지난
몇 년간 중소 GSM 휴대폰 수출업체를 끈질기게 괴롭혀온 인터디지털도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다.
◇삼성·LG 상호특허 공유 확대=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특허 및 법
률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특허팀을 대폭 보강했다. 삼성전자는 김광호 특허담
당최고책임자(CPO)를 기술총괄(CTO)실 산하로 이관하고 지적재산법무그룹 등을
신설했다. LG전자도 특허센터(센터장 이정환 부사장)를 중심으로 국내외 특허
분쟁에 대응 중이다. 특히 대기업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들과 상
호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MS와 포괄적 특허 협정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유명 특허 풀(pool)에
가입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특허도 찾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
발 강화와 사내 인력 중 특허권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이동근 삼성전자 IP전략팀 수석은 “특허 출원수는 삼성전자가 IBM에 맞먹을
정도로 많지만, 원천 특허나 수익을 내는 특허가 아직 적다”면서 “그동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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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특허가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2012년께는 특허수지의 흑자 전환도 노
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7.06.21.)

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K교수 특허분쟁 왜?
- 카이스트 "특허 가로챘다".. 직무발명 소유권 관심
인간 노화를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과학자가 특
허권을 놓고 소속 대학에서 피소돼 직무발명의 소유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
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12일 K교수(43)가 직무발명규정을 위반해 징계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앞서 카이스트는 2006년 말 그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
를 C사를 권리자로 특허 출원한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C사가 이를 이행하
지 않자 올 3월 특허권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C사는 K교수가 2004년 7
월 초 설립한 회사로, 그는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다. 분쟁에 휘말린 연구는 ‘루
틴의 상호작용 탐색시스템’. 이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2004년 공개당시 세포 노화과정을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 직무발명 누가 갖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
인'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립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명에 따른 이익금의 50%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카이스트 규정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학교가 승계하고, 개발한 교
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회사나 기관들은 직무발명
보상절차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직무발명법은 회사 임
직원 또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발명에 대해 각 기
관들이 합리적 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자(종
업원)는 업무(직무)상 발명의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소속사)에게 문서로 통
지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도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4개월 내
에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직무발명법 개정
이전에는 이 같은 ‘신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각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 권리를 출원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카이스트 건의 경우 발명신고를 사전에 했는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발명 신고 안해" vs "위탁연구 개발" = 카이스트는 교수 채용시 "모든 발명을
학교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는다. 학교 측은 K교수가 개인 명의 회
사로 특허 출원한 것은 사전에 ‘발명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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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K 교수는 "C사에서 위탁한 과제를 연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
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K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
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최초 출원일은 2004년 7월 21일로,
대학측이 C사와 연구계약을 맺은 것은 같은 해 8월 1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K
교수가 C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
는 “K교수가 본인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학교 측에 발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교수는 분쟁에
휘말린 발명을 토대로 미국계 회사와 신약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개인명의 특허' 점검= 정부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연구개발
(R&D)사업에 따라 얻어진 연구성과의 특허 등록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카이스트도 이날 연 1회 이상 정례 교수 특허권 조사를 실행하는 등
특허조사의 관리감독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R&D 성과가 도덕
적 해이를 낳거나 자칫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2007.06.12.)

다. 특허청, e특허나라 개통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특허분석 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일부터

온라인

특허분석

정보

전용

홈페이지인

‘e특허나

라’(www.patentmap.or.kr)를 개통하고 각종 특허분석 결과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e특허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동향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각
종 특허맵과 특허분석데이터 DB, 미국·일본 등의 특허소송 판례의 분석 자료 등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유럽의 특허소송 판례 분석 등 최신 특허분석 정보를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7.08.02.)

라. 세계는 지금 박 터지는 특허 전쟁
특허에 웃고, 특허에 울고.’ 특허가 기업의 희비를 가르는 잣대가 됐다. 애써 개
발한 지적재산권(IPR)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고파는 상품으로, 심
지어 경쟁사의 목줄을 죄는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는 요즘 세탁기 특허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 중’이다. LG전자는 대우일렉이 자사의 직결식 모터 특허기술을 허락도 받
지 않고 세탁기 개발에 사용한 뒤 해외시장에서 덤핑판매까지 해 막대한 손해를 봤
다며, 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LG전자의 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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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대우일렉이 출시한 18종 세탁기의 판매 중지 처분을 내
렸다. 각각 특허침해(LG전자)와 특허무효(대우일렉)를 주장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우일렉 측은 즉각 반발, 이의신
청을 제기했다. 워크아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탁기 시장을 접어야 할
판이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이유도 특허 때문이다. 휴대
전화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퀄컴이 경쟁사 브로드컴과의 특허
소송에 패하면서 그 부품을 사용한 휴대전화를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게 된 것. 부
시 행정부의 마지막 확정절차가 남았지만, 그전에 퀄컴이 브로드컴과 타협하거나
다른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전문회사 등장 후 특허소송 급증
대다수 특허분쟁은 경쟁사들이 특허를 맞교환하는 일명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도중 일어난다. 돈을 내지 않고 물물교환식으로 상호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는 각 회사가 제시한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
이 유사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협상이 틀어져 법정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자사의 특허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에게 충분히 경고했거나,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가려져 승자를 점칠 수 있게 되면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때도 특허가 무기가 된다.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 시장점유율을 빼앗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 LG전자는 드럼세탁기 점유율
이 떨어지면서 이 같은 소송에 나섰고, 브로드컴은 3세대 이동통신시장까지 퀄
컴에 내줄 수 없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자·정보기술(IT) 기업의 대표인 삼성전자의 경우, 연평균 40∼50건의 특허소
송을 벌인다. 각 소송마다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평균 4억∼5
억 달러의 소송 및 배상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특허소송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특허를 상품으로 매개하는 ‘특허전문회사
(Patent troll)’의 등장과 무관치 않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회사는 다양한 특허를 매집한 다음 각국을 돌며 해당 특
허를 침해한 업체를 찾아내 배상을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제조기업의 경우 특
허를 제품 개발과 판매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파국까지 갈 수 없지만, 특허
전문회사는 끝까지 싸워 값을 올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에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들어 직접 개발한 기술 외에도 특허분쟁에 대비해 다른 회사의
특허도 총알(?)처럼 쌓아두는 추세다. 국내외에서 특허 및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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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특허대응팀을 갖추는가 하면, 해외 기업들과 미리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기도
한다.
삼성전자 IP 전략그룹 이동근 수석은 “최근 들어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끼리
아예 합작사를 세워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치기도 한다”면서 “기업 비즈
니스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사업모델까지 바꾸는 구실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IT/과학, 매거진 2007.08.08.)

마. 김광호 삼성전자 부사장 '지재권 영향력 있는 50인'에
삼성전자는 IP(지식재산권)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호 부사장(사진)이 영국 유
로머니지 산하 ‘매니징 IP’ 잡지가 선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영향력 있는 50
인’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매니징 IP는 1990년 영국에서 창간된 월간지로 지
식재산권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2003년부터 해마다 지식재산권 분야
영향력 있는 50인을 발표하고 있다. 매니징 IP는 “김 부사장은 2006년부터 삼성전
자 IP전략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 2453건을 등록하고, 특
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지재권 신청 세계 3위에 오르게 하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를 50인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50
인 중 한국인은 김 부사장 이외에 전상우 특허청장도 포함됐다. (세계일보
2007.08.08.)

바. 한-미, 내년부터 특허심사 13개월 단축
- 양국, 내년 1월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제 시범 시행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3개월 정도 단축된다. 내년부
터 양국간 특허심사의 초고속 처리시스템인 하이웨이제가 시범 시행된다. 특허청은
한-미 양국간 어느 한쪽 국가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이 특
허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내년 1
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A.B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신청된 경우 A국가에서 특허 가
능 결정이 내려지면 B국가는 A국가의 심사 결과를 활용해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
게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하이웨이제 시행으로 심사 처리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평균 1차 심사 처리기간은 22.6개월(작년 말 기준)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기심사를 신청하면 1차 심사 처리기간이 최
고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약 13.6개월이 단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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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시행으로 특허 기술의 조기 사업화도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앞서 전상우 특허청장은 지난 5월 한국
과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 5개국 특허청장회담에 참석, 한-일과 한-미 양국간
실시되고 있는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를 다자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
양국 특허청장은 오는 9월 제네바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합
의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양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는 지난 4월 일본과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이 제도 시행으로 일본과는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특허심사 처리기
간이 3개월로 단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미 양국간 특허심사 적체물량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08.09.)

사. 특허괴물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첨단 신기술시장에서 특허를 긁어모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대규모 이익을
취하는 소위 `특허 괴물'이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특허 괴물은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몇몇 발명자와 기술전
문가ㆍ특허전문 변호사를 채용,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특허전문 사
냥꾼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이들이 IT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에서 커다란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을 먹이 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이들의 특허소송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
업들을 이들이 놓칠 리가 없다. 이들의 좋은 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기
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 노키아
는 인터디지탈이라는 회사로부터 이동통신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소송을 당해 결국
2억5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당해 67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
을 매듭지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LG전자, 팬택 등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고, 지레 겁을 먹은 LG전자는 인터디지탈
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
억8500만 달러의 휴대폰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의 수법은 주로 IT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를 다량 출원해 `기술 그물'을 만들거
나, 또는 중소기업, 폐업한 회사, 개인 발명가한테서 특허를 사거나 특허경매를 활

67

용해 저평가 된 특허를 헐값에 구입하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현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대표기업들과 특허소송을 벌여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싸워볼 의지를 조차 상실하고 줄줄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다는데 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회사는 인터디지털 외에도 NPT, 포젠트 네트워크, 인텔렉추얼
벤처스, 아카시아 리서치, 오션 토모, 머크익스체인지, 텔레플렉스 등 8개사 정도
로 알려져있다. 이 가운데 인터디지털과 NPT, 포젠트 네트워크 등 3개사가 가장 공
격적으로 특허 소송을 전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들의 마수(魔手)가 한국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업계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특허소송이 예상되는 특허괴물의 활동을 예
의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그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특허공세가 예상되는 ITㆍ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기술타당성 검토
와 기술평가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 로드맵 작성이 절실하다. 또한, 정부차원
에서도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리
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첨단 IT 산업의 공든 탑을 특허괴물들에게 빼앗기는 허망
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지
털타임스 2007.08.22.)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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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반도체 특허정보 분석】
“제2편: 구리배선 베리어 막 특허동향 보고서"
한국특허정보원 조사3팀
김은희 조사원(eunin11@kipi.or.kr)
김영준 조사원(himeiji@kipi.or.kr)

1. 서론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 미세화 진행에 따른 배선 저항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알
루미늄 배선에서 구리 배선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알루미늄 배선의 고속 실현을 하기 위한 한계 때문에 알루미늄의 저항률(2.66×10-6
Ωcm) 보다 낮은 구리(1.67×10-6Ωcm)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구리는 전해도금의
특성이 우수하여 디바이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동일하게 설계한
알루미늄 기반 디바이스에 비해 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일찍이 공정과정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알루미늄과는 달리 식각
기술로 패턴을 형성할 수 없으며 구리 자체가 유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연막 내부에 개구를 미리 형성한 후 개구 내부에
구리를 매립하고 CMP공정으로 평탄화 하는 다마신(Damascene) 기술이 개발되었다.
구리 배선의 도입으로 RC delay는 개선하였으나, 구리는 Si과 SiO2내에 확산속도가
빨라서 Si내에 deep donor level를 형성하여 누설 전류를 유발하여 소자의 오동작
을 초래하고 절연막과 접착력이 낮은 문제점으로 배선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 베리어 막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베
리어 막 재료가 후보로써 떠오르고 있다.
구리 베리어 막의 요구되는 특성은 확산방지와 접착력 향상 이외에도 스텝 커버리
지가 우수해야 곡면형성과 보이드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구리배선의 낮은 비저항
을 유지하기 위해 박막으로 형성되고, 저항이 적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특성을 만
족시키는 베리어 막을 구리배선에 적용한다면 전자 이동 내성이 강하고 전기 저항
도가 낮은 신뢰성 높은 구리 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패턴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구리배선이 차지하는 면적은 감소하고, 개구에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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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리어의 특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신호전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력소모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구리 배선
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구리배선 베리어 막의 2000년 이전 특허동향
구리배선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IBM에서 다마신 공정을 발표하였
고, 이 발표가 구리 배선 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AMD 등의 외국 업체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구리배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베리어막은 구리배선과 아울러 1980년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
단일막은 1985년 IBM에서 CrO막이 처음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리어 막은 주로
단일막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이중막/다중막을 형성
한다. 이중막 및 다중막의 물질 구성을 접착층/확산방지층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미
국에서 이중막은 1985년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에서 Mo/W가 등록되었고,
1993년 삼성전자에서 Ti/TiN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었다. 다중막은 1995년 Motorola
Inc.에서 Ti/TiN/Ti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었다.
현재 단일막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a와 W는 1989년 AT&T Corp.에서 등록한 특허
에 언급되어 있으며, Ti는 1992년 Intel Corp에서 등록한 특허에 언급되어 있다.
국내 기업으로 삼성은 1993년에 등록된 미국특허에 Ti/TiN, MoSix, TiW, TiSix, W 중
하나를 베리어막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언급되어있으며, 하이닉스는 1994년에 등록된
미국특허에 사용된 베리어막의 종류로

TiN, Ti,

TiW 가 언급되어 있다.

Ta, Ti, W의 물질이 베리어 막으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만, 베리어 막의 여러 가지 요구특성을 맞추기 위해 이들 물질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6-1> 다마신공정을 이용한 베리어막 및 구리배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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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리배선 베리어막의 분석기준
1) 미국: 2006년까지 등록된 특허
각 출원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미국에 출원하는 경향과 대부분의 지표
는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동향분석을 하였
음.
2) 기술 분류
구리배선을 형성하고 트렌치나 홀 내부에 베리어 막을 사용하는 것이 언급된 특허
를 대상으로 하되, 크게 단일막/이중막/다중막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단일막/이중
막/다중막 각각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술 분류를 하고, 청구항에 베리
어 막의 물질의 종류가 언급된 기술만을 대상특허에 포함시킨다. 청구항에 기술된
베리어 막의 종류가 대부분 한 가지 종류 이상으로 분류코드의 중복을 허용하였다.
기준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기준

단일막

구리배선
배리어막

A

이중막

다중막

소분류
분류코드

AA

AB

AC

기준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carbon
nonmetal
etc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carbon
nonmetal
etc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carbon
nonmetal
etc

분류코드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CA
ACB
ACC
ACD
ACE
ACF
ACG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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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분류별 특징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CA
ACB
ACC
ACD

ACE
ACF
ACG
ACH

분류설명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metal-nonmetal-nonmetal)
*(metal-metal-nonmetal)은 AAD로 분류
carbon
nonmetal
etc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metal-nonmetal-nonmetal)
*(metal-metal-nonmetal)은 AAD로 분류
carbon
nonmetal
etc
metal
metal alloy
metal-silicon
metal-nitrogen
-oxygen
-boron
ternary (metal-nonmetal-nonmetal)
*(metal-metal-nonmetal)은 AAD로 분류
carbon
nonmetal
etc

예시
Ti, Ta, W, Mo
TiW, NiNb, IrTa,
TiSi, CoSI, etc
TiN
RuO, MoO
TiB
TiPN, TiSiN
TaC, TiC
SiC
Ti, Ta, W, Mo
TiW, NiNb, IrTa,
TiSi, CoSI, etc
TiN
RuO, MoO
TiB
TiPN, TiSiN
TaC, TiC
SiC
Ti, Ta, W, Mo
TiW, NiNb, IrTa,
TiSi, CoSI, etc
TiN
RuO, MoO
TiB
TiPN, TiSiN
TaC, TiC
SiC

기술분류 특이사항은 Ternary alloy(3원 합금) Barrier에서 금속-금속-비금속(O, N,
Si중 하나)일 경우는 AAD, ABD, ACD로 분류되고, 금속-비금속-비금속은 AAE,
ABE, ACE로 분류된다. AAF, ABF, ACF는 금속-Carbon이 분류되며, AAG, ABG,
ACG는 비금속-Carbon이 모두 포함된다. 그 외는 기타로 분류된다.
4) 검색식
(cu or copper*) + (metaliza* or interconnect* or connect*, contact*, via*,
영문

plug*, trench*, dual damasc* or single damasc* or damasc*, line*, wire*,
recess*, groov*) + (barrier*, (diffus*<near/2>(prohib*, ban*, prevent*,
forbid*, avert*, preclus*,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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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동향
가. 미국등록 특허 연도 및 출원인별 특허동향
1) 미국등록 특허 연도별 특허동향

(분석자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미국등록특허임)

<그림 6-2> 연도별 등록현황
가) 구리배선 베리어 막의 등록현황은 1998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
ꋮ 1985년 베리어 막에 관한 특허가 처음 등록되었으며, 1995년까지 약간
의 증가 추세를 보이나, 1996년 감소 추세를 보임.
ꋮ 1996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2) 미국등록 특허권자 국적별 특허 동향

<그림 6-3> 특허권자 국적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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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 막의 미국등록특허 특허권자 국적은 미국이 50%로 가장 많음.
ꋮ 특허권자 국적은 미국>대만>일본>한국 순으로 미국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미국 다음으로 대만(22%)의 비중이 큼.
ꋮ 미국등록특허 내의 한국 특허권자는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특허권자 특허동향

<그림 6-4> 특허권자별 점유율
가) 베리어 막은 미국의 AMD가 17%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상위 5개 출원사는 AMD> Taiwan Semiconductor> Chartered
Semiconductor> IBM> UMC 순으로 나타나며 AMD가 17%로 가장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구리배선 다마신을 발표한 IBM이 5%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ꋮ 한국 특허권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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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자 등록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6-5> 특허권자별 연도별 등록현황

가) 1999년 이후 AMD와 Taiwan Semiconductor의 등록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임.
ꋮ 베리어 막 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는 AMD와 Taiwan Semiconductor
는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AMD는 2002년 최고 등록율
을 보임.
ꋮ 삼성전자는 1993년 이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ꋮ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출원 및 등록 증가양상을 확인 할 수 있음.
5) 출원 주체별 특허동향

<그림 6-6> 출원주체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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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막은 기업차원에서의 등록특허가 97% 대부분을 차지함.
나. 베리어막 기술별 특허동향
나-1. 베리어막 단일/이중/다중
1) 단일/이중/다중 전체 특허동향

<그림 6-7> 단일/이중/다중막의 특허동향

가) 베리어 막은 단일막이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ꋮ 단일막> 이중막> 다중막 순으로 베리어 막 중 단일막이 차지하는 비율
81%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단일막 중에서도 TaN과 TiN이 각각 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ꋮ 이중막은 베리어 막 중 17%를 차지하며 이중막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
은 Ti/TiN과 Ta/TaN으로 Ti, TiN, Ta, TaN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적으
로 큼.
ꋮ 다중막은 베리어 막 중 2%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음.
ꋮ 베리어 막을 이중/삼중으로 형성하기보다 단일막으로 베리어 막의 접착
및 확산방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등록특허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예
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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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이중/다중막 전체 기술별 특허동향

<그림 6-8> 기술별연도별 특허동향

가) 단일막은 1995년부터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며, 2000년 급격히 증가 추
세를 보임.
ꋮ 단일막은 1995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급
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최고의 등록율을 보여 이중막/단일막
에 비해 많은 연구 개발과 특허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ꋮ 이중막은 199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나, 단일막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
이 적은 편임.
ꋮ 다중막은 2000년 이후 부터 미미하게 특허 등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베
리어 막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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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베리어 단일막
1) 단일막 등록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6-9> 단일막-연도별 등록현황

가) 베리어 막의 단일막은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9
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함.
ꋮ 단일막에 관한 특허가 1985년 처음 등록되었으며, 1994년까지 미미한
특허 활동이 지속되며,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9
년 이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ꋮ 등록특허가 가장 많은 해는 2002년으로 1990년 후반부터 베리어막 단
일막에 대한 및 특허활동이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음.
2) 단일막 특허권자별 특허동향

<그림 6-10> 단일막-특허권자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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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 단일막은 AMD가 132건 (19%)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상위 5개 특허권자는 AMD> Taiwan Semiconductor> Chartered
Semiconductor> IBM> Micron 순으로 나타나며 AMD가 132건(19%)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대만의 Taiwan Semiconductor 와 싱가폴의 Chartered Semiconductor
가 자국 특허권자(미국)인 AMD다음으로 등록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
베리어 단일막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ꋮ 한국 특허권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3%로 상위 특허권자 10
위권 이내임.
3) 특허권자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6-11> 단일막-특허권자별 연도별 등록현황

가) 단일막은 AMD는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ꋮ AMD는 베리어 단일막의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1999년
부터 2002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가장 많은 특허 등록율을 보
임.
ꋮ AMD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 Taiwan Semiconductor는
1997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대체적으로 199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
다, 2002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ꋮ 2000년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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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일막 주요 물질 분포 현황

<그림 6-12> 단일막-물질분포현황

가) 단일막은 TaN(15%), TiN(15%), Ta(14%)가 단일막 물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일막 대표물질로 보여짐.
ꋮ 단일막의 주요 물질은 TaN> TiN> Ta> Ti> WN 순으로 TaN, TiN, Ta이
전체의 44%를 차지하여 단일막의 대표 물질로 보여짐.
ꋮ 베리어 단일막은 Ta, Ti, W와 이 물질에 질소를 첨가한 TaN, TiN, WN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TaSiN, TiSiN이 각 3%의 비중을 차지하여 Si
이 첨가된 금속합금도 적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5) 단일막 주요 물질 연도별 등록 현황

<그림 6-13> 단일막-주요물질별/연도별 등록현황

80

가) 베리어 단일막의 Ta, TaN, TiN이 가장 많은 등록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
ꋮ 베리어 단일막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Ta, TaN, TiN이 가장 많은 등록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최고의 등록율을 보임.
ꋮ Ti, W, WN 은 Ta, TaN, TiN 보다 비중은 적으나,1990년대 후반부터 꾸
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6) 단일막 기술별 특허 동향

<그림 6-14> 단일막-기술별 등록현황

가) 단일막 기술별 AAD(금속-O, N, B)와 AAA(단일금속)가 가장 많은 분포
를 나타냄.
ꋮ 기술별 AAD(금속-O, N, B)에 해당하는 물질은 TaN, TiN이며, AAA(단
일금속)에 해당되는 물질은 Ta, Ti이므로 단일막 물질분포 현황을 볼 때
AAD(금속-O, N, B)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AAA(단일
금속)차지 비율이 높음.
ꋮ AAD(금속-O, N, B)는 1998년 이후, AAA(단일금속)는 1999년 이후 증
가 추세를 보임.
ꋮ AAE(금속-비금속-비금속)은 1999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3년 가
장 많은 등록율을 보임.
ꋮ AAG(비금속-비금속)은 전체적인 비율은 적은 편이나 2002년 이후에 주
로 등록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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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5년간 변화가 큰 물질별 특허 동향

<그림 6-15> 단일막-변화가 큰 물질별 특허현황

가) 주요물질을 제외하고 5년간 증가가 큰 물질은 TiSiN> TaSiN> SiC 순으
로 나타남.
ꋮ 단일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물질(Ta, Ti, W, TaN, TiN,
WN)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등록 증가가 큰 물질은 TiSiN, TaSiN, SiC
임.
ꋮ TiSiN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03년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ꋮ TaSiN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완만히 증가한 후 2003년까지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임.
ꋮ SiC는 2001년 처음 등록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ꋮ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이 사용된 TiW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2001년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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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특허권자별 연도별 TiSiN 등록현황

가) TiSiN은 AMD가 18건(22%)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상위 5위 특허권자는 AMD> Hynix> Taiwan Semiconductor> Samsung
electronics>

IBM 순으로 AMD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8건(22%)의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한국 특허권자 Hynix는 2002년~2004년까지 11건(14%)으로 AMD 다음
으로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가장 많은 특허(5건)를 가
지고 있음.
ꋮ 한국 특허권자 Samsung electronics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건
(9%)의 특허를 가지며, 2002년 TiSiN 관련 특허가 나타나 하이닉스보다
2년 빠름.
ꋮ 최근 5년간 이슈가 되는 물질로 TiSiN의 개발에 대해 한국은 미국등록특
허의 20%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개발 및 특허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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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특허권자별 연도별 TaSiN 등록현황
가) TaSiN은 AMD가 13건(16%)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상위 5위 특허권자는 AMD> Hynix> IBM> Samsung electronics>
Taiwan Semiconductor 순으로 AMD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3건
(16%)의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한국 특허권자 Hynix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건(12%)으로 AMD
다음으로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2002,2003년에 걸쳐 8건의
특허를 가짐.
ꋮ 한국 특허권자 Samsung electronics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건
(8%)의 특허를 가지며, 2001년 TaSiN 관련 특허가 나타나 하이닉스보
다 1년 빠름.
ꋮ 최근 5년간 이슈가 되는 물질로 TaSiN의 개발에 대해 한국은 미국등록
특허의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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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특허권자별 연도별 SiC 등록현황

가) SiC는 IBM이 5건(23%)으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비금속인 SiC는 IBM이 2001년 가장 빨리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2006년
까지 5건(23%)으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상위 5위 특허권자는 IBM> Taiwan Semiconductor> Applied
Materials> AMD> Fujitsu

순으로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

ꋮ 한국 특허권자는 기타 6건(27%)중 Samsung electronics가 1건 등록특
허를 가지고 있음
ꋮ 2005-2006년에 주요 특허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물
질별 특허동향에서 2000년 이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Samsung electronics가 등록특허 (1건)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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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베리어 이중막
1) 이중막 등록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6-19> 이중막-연도별 등록현황

가) 베리어 이중막은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ꋮ 1998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02년에 다시 감소하며 2004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ꋮ 1998년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1990년대 중반부터 베리어 이중막
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베리어 이중막 특허권자별 특허동향

<그림 6-20> 이중막-특허권자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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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 이중막은 대만기업인 Taiwan Semiconductor가 12%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함.
ꋮ 단일막의 특허권자가 AMD가 많은 반면, 이중막은 Taiwan
Semiconductor 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AMD,
Chartered Semiconductor, UMC 각각 11%를 차지함.
ꋮ 한국 특허권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각각 5%, 4%의 비중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남.
3) 이중막 특허권자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6-21> 이중막-특허권자별 연도별 등록현황

가) 이중막 특허권자 연도별 분포는 2000년 이후 특허활동이 활발함.
ꋮ 대만기업인 Taiwan Semiconductor는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증가하
는 추세이며, 미국의 AMD가 200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
임.
ꋮ 이중막은 대체로 2000년 이후 특허 등록이 많으므로 1990년대 후반부
터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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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막 전체 물질 분포 현황

<그림 6-22> 이중막-물질분포현황

<그림 6-23> 이중막-막구성별물질등록현황

가) 이중막 전체 물질 중 TiN 18%, Ti 18%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ꋮ TiN, Ti> TaN, Ta 순으로 이중막 전체 물질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st/2st로 사용된 물질 중 Ti/TiN(67건), Ta/TaN(60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으로 보임.
ꋮ 이중막에서는 1st/2st는 접착층/확산방지층으로 확산막 TiN의 접착층으
로는 Ti, TaN의 접착층으로 Ta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중막으로 가장 효
율이 좋은 것으로 추측됨.
ꋮ 그림 6-23의 “나열”은 매커시 타입(A, B, C 및 D로부터 구성된 군에서
선택) 청구항을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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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막 전체 물질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6-24> 이중막-주요 물질별 연도별 등록현황

가) 이중막 전체 물질 중 Ta, TaN과 Ti, TiN의 증감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
남.
ꋮ 1st/2st로서 Ta/TaN과 Ti/TiN의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a,
TaN과 Ti, TiN의 증감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남.
ꋮ Ti, TiN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증가율이 높고,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Ta, TaN은 2002년 이전보다 2002년 이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6) 이중막 기술별 특허동향

<그림 6-25> 이중막-기술별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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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 이중막 기술별 ABA(단일금속)와 ABD(금속-N, O, B)가 주를 이
루고 있음.
ꋮ 1999년 이후 등록된 ABA(단일금속)와 ABD(금속-N, O, B)가 주를 이루
며, 2002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임.
ꋮ 기술별 ABA(단일금속)와 ABD(금속-N, O, B)에 해당되는 물질은
Ti과

Ta,

TaN, TiN으로 Ta/TaN과 Ti/TiN의 물질 사용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음.
7) 최근 5년간 변화가 큰 물질별 특허 동향

<그림 6-26> 이중막-2002년 전후 변화가 큰 물질의 등록현황

<그림6- 27> 이중막-변화가 큰 물질별 연도별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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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2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화가 큰 물질은 Ta, TaN, Ti, TiN이
주를 이룸
ꋮ 이중막으로 사용하는 물질중 최근 5년간 변화가 큰 물질은 Ta, TaN과
Ti, TiN로 Ta, TaN은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Ti, TiN은 2002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ꋮ 이중막 조합으로 사용되는 Ta/TaN과 Ti/TiN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
율은 비슷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비교 하였을 때 Ta/TaN은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Ti/TiN는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므로, 개별

물질 Ta, TaN과 Ti, TiN의 물질 증가와 거의 유사함을 보임.
ꋮ 최근 경향은 Ti/TiN 보다 Ta/TaN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ꋮ 2002년 이후 TiSiN, SiN등의 Si이 첨가된 물질과 비금속 물질들의 약간
의 증가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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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 베리어 다중막
1) 다중막 등록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6-28> 다중막-연도별 등록현황

가) 다중막은 2003년까지 약간 증가하다가 2004년 감소 추세를 보인후
2006까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ꋮ 다중막은 2004년 감소추세를 보이나 2006년까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이나, 베리어막 전체 중 2% 정도로 전체적 등록특허 건수는 미미
함.
2) 다중막 특허권자별 특허 동향

<그림 6-29> 다중막-특허권자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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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리어 다중막은 대만 기업인 Taiwan Semiconductor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ꋮ Taiwan Semiconductor 전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
음으로 AMD가 19%를 차지함.
ꋮ Taiwan Semiconductor(6건), AMD(3건)는 베리어 다중막에 관한 특허
활동을 주도함.
ꋮ 한국 특허권자 하이닉스는 다중막 베리어 관련 1건의 등록특허가 나타
남.
3) 다중막 연도별 출원사 특허 동향

<그림 6-30> 다중막-주요특허권자별 연도별 등록 현황

가) Taiwan Semiconductor와 AMD가 2000년 이후 특허등록이 나타남.
ꋮ Taiwan Semiconductor와 AMD가 2000년 이후 특허등록이 나타나나,
전체적인 특허건수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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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막 전체 물질 특허동향

<그림 6-31> 다중막-물질분포현황

<그림 6-32> 다중막-막구성별물질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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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다중막-주요물질별 연도별 등록현황

가) 베리어 다중막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Ta가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함.
ꋮ 다중막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Ta> W, TaN> TiN, WN 순으로 각각 26%,
18%, 10%로 다중막 물질의 주류를 이룸.
ꋮ 다중막 1st/2st/3st 형성된 물질 중 W/WSiN/WN , Ta/graded TaN/TaN
로 구성된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ꋮ 비중은 적지만 W/WSiN/WN, Ta/graded TaN/TaN 이외 Ta/TaN/Ta,
Ti/TiN/Ti 등의 조합의 물질을 사용하기도 함
ꋮ 그림 6-32의 “혼합삼중막“은 매커시 타입(A, B, C 및 D로부터 구성된
군에서 선택) 청구항을 분류함.
ꋮ 1990년대 후반에 다중막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이 이루어지나 전
반적으로 베리어막에서 다중막의 비중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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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리어막 특허 지수
1) 베리어막 기술별 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그림 6-34> 지수- 베리어막 기술별 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가) 베리어 막 중 단일막은 특허 점유율과 매년 증가율이 평균이상으로 가
장 높음.
ꋮ 베리어막 기술 중분류별(단일/이중/다중막)은 각기 다른 증가율과 점유
율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단일막은 특허 점유율과

매년 증가율이 평균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ꋮ 이중막과 다중막은 증가율 및 점유율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나 초창기 기
술로 판단됨.
ꋮ 다중막은 전체 베리어막 중에서 특허 점유율과 매년 증가율이 낮은 것으
로 보임.
ꋮ 미국은 특허 점유율과 증가율이 낮은 이중막과 다중막이 초창기 기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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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리어 단일막 물질별 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그림 6-35> 지수- 베리어 단일막 물질별 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가) 단일막 물질 중 메탈과 메탈+N,O,B는 지속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ꋮ 베리어 단일막 물질별로 각기 다른 점유율과 증가율을 보이나, 단일막
물질 중 메탈과 메탈+N,O,B의 특허점유율 및 증가율이 평균 이상으로 지
속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ꋮ 단일막 물질 중 비금속과 메탈+비금속은 증가율은 평균치 이상이나, 점
유율은 평균치 이하로 나타나 최근에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ꋮ 메탈합금 및 메탈실리사이드는 점유율 및 증가율이 모두 평균치 이하로
초창기 기술로 나타남.

※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분석 방법
1. 제 1출원인 기준
2. 분석구간: 미국 1995~1996년 (등록년도)
3. X축: 100%/기술분야 개수, Y축: 분석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의 기하평균값
4. 분석의미: 1사분면 - 지속적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
2사분면 - 최근 특허 활동이 활발
3사분면 - 초창기(도입기) 기술
4사분면 - 최근 특허출원이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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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막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 지수

<그림 6-36> 지수- 단일막의 국가별 특허활동지수

※ 특허활동지수란?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
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가) 미국은 메탈(1.1), 메탈합금(1.3), 메탈+비금속(2)(1.1), 비금속(1.2)로
나타나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음.
ꋮ 미국은 메탈(1.1), 메탈합금(1.3), 메탈+비금속(2)(1.1), 비금속(1.2)로 나
타나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메탈 실리사이드(0.8), 메탈+N,O,B(0.9)은 다른 물질에 비해 특허활
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물질별 특허활동지수 편차
가 크지 않아 골고루 특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ꋮ 대만은 메탈+N,O,B(1.3)으로 상대적 집중도가 높으나, 그 외 물질에 관
한 특허 활동은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음
ꋮ 싱가폴은 메탈합금(1.5), 메탈+N,O,B(1.1)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나
그 외 물질에 관한 특허 활동은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이 저조함
ꋮ 네덜란드는 메탈+N,O,B(1.3), 비금속(3.3)으로 특히 비금속에 관한 특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ꋮ 한국은 메탈실리사이드(2.6), 메탈+비금속(2)(1.6)로 메탈실리사이드에
관한 특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됨.
ꋮ 일본은 메탈(1.0), 메탈실리사이드(1.2), 비금속(1.5)로 활발한 특허활동
을 보이나, 메탈합금(0.7)과 메탈+비금속(2)(0.9)은 특허활동이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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ꋮ 영국, 핀란드, 중국은 메탈+N,O,B 의 상대적 집중도가 높고, 프랑스는
메탈합금(5.2)의 상대적 집중도가 높으나, 그 외 물질에 관해서는 집중도
가 낮은편임.
ꋮ 캐나다는 메탈(1.4), 메탈+N,O,B(1.2)에 대해서 상대적 집중도가 높고,
벨기에는 메탈(1.4), 메탈+비금속(2)(1.6)에 대해 상대적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4) 논문 특허 인용 지수

<그림 6-37> 지수- 논문/특허 인용 지수

가)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기초과학 분야와 응용기술분야로 연구개발이 추진
되고 있음.
ꋮ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논문과 특허 인용 지수가 매우 높아

기초과학분야

와 응용기술분야에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ꋮ 핀란드, 네덜란드와 함께 영국, 독일, 대만은 특허 인용수가 특허 인용
평균(11.18)보다 높아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기술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ꋮ 한국은 그 외 국가 싱가포르,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
다, 벨기에와 더불어 특허인용수와 논문인용수에서 모두 평균치
(11.18,5.49)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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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기술경쟁력

<그림 6-38> 지수- 각국의 기술경쟁력 지수

가) 미국은 상대적으로 특허의 양적수준과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ꋮ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 특허 점유율과 인용 점유율이 높으므로, 상대적
으로 특허의 양적수준과 질적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ꋮ 미국은 특허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점유율은 95년 이전보
다 95-2000년에 32%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0-2006년에 19%로 감소
하는 양상을 보임.
ꋮ 대만은 특허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인용점유율은 95-2000년에
8%로 증가하였다가 2000-2006년 1%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다음으로 특허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ꋮ 일본은 특허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여 인용점유율은 95-2000년 2%로 증
가하였다가 2000-2006년 3%감소하였으나, 양적 수준은 미국, 대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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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타남.
ꋮ 싱가폴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적 및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위치에 있
으나, 특허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함.
ꋮ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적 및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위치에 있으
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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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보고서는 구리배선 베리어 막 특허분석 활동을 통해, 구리배선 베리어 막의 현
황 및 중요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이에 관련된 미국등록특허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구리배선 베리어 막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요출원인
별 특허 등록 추이 및 기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등록국가 베리어막 특허 등록 추이 및 기술현황

특허동향 및 전망
▶ 단일막은 AMD와 Taiwan Semiconductor에

▶ 단일막은 구리배선 베리어 서 등록 특허 점유율이 높음.
막 전체 중 81%차지.

▶ 베리어 막 중에서 단일막에 대한 비중이 가

▶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 장 높으며, 앞으로도 단일막에 대한 비중은 크게
까지 특허등록이 꾸준한 증가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

▶ 최근 5년(2002-2006년)동안 이슈가 되는

▶ 단일막의 대표물질 Ti, Ta, 물질은 TiSiN, TaSiN, SiC 순으로 나타남.
N, TiN, TaN, WN 은 전체 물질 ▶ 한국은 TiSiN, TaSiN의 연구개발 및 특허활
분포의 66% 차지.

단일막

▶

대표물질

동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

중에서도

TaN, 가할 것으로 예상됨.

TiN, Ta의 등록특허가 가장 많 ▶ SiC은 2005년부터 증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 이에 비해 상

▶ 기술분류 코드 AAA(단일 금 대적으로 특허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속)와 AAD(금속-N, O, B)가 가 SiC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장 많은 분포를 보임.

됨.

▶ TiSiN, TaSiN은 2000년 이후 ▶ TiSiN, TaSiN, SiC 와는 반대로 1990년대
증가추세

미 국

많이 사용된 TiW는 2001년 이후부터 급격한 감

▶ SiC 등의 비금속은 2001년 소 추세를 보이므로 TiW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
이후 증가 추세

양하고, Si금속합금과 비금속에 대한 연구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중막은 구리배선 베리어
막 전체 중 17%차지
▶ 이중막은 1990년대 후반 증 ▶ 이중막은 Taiwan Semiconductor와 AMD에
가추세를 보이나 증감을 반복함. 서 등록 특허 점유율이 높음.

이중막

▶ Ta/TaN과 Ti/TiN은 베리어 ▶ Ti/TiN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므
이중막 64%를 차지하여 주류를 로, 이중막으로 Ti/TiN 보다 Ta/TaN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룸.
▶ 기술분류 코드 AAA와 AAD
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다중막은 구리배선 베리어
막 전체 중 2%차지

다중막

▶

다중막은

W/WSiN/WN,

Ta/graded TaN/TaN 로 구성된

▶ 다중막은 Taiwan Semiconductor와 AMD에
서 등록 특허 점유율이 높음.

물질을 많이 사용

102

베리어 막의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리어 막 중에서도 단일막에 관한 기술 집중도가 높다.
이중막 및 다중막에 관한 특허도 증가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작아 단일
막, 이중막, 다중막의 전체 증가추세를 비교할 때 이중막과 다중막의 비중이 더 커
지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단일막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활동이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막의 주요 물질은 Ti, Ta, N, TiN, TaN, WN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최근
5년간 변화가 큰 물질별 특허동향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요 물질 이외에 TiSiN,
TaSiN 등의 메탈과 비금속이 결합된 물질과 비금속인 SiC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그 물질들의 비중은 더 커질 거라 예상된다. 이중막의 주요 물
질은 Ti/TiN과 Ta/TaN이나, Ti/TiN은 200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Ti/TiN
보다 Ta/TaN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등록특허만으로 한국의 베리어 막 기술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만, 특허 출원국 대부분이 미국에 중요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베리어 막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AMD, Taiwan Semiconductor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베리어 막 전체 17%를 차지하는 미국의 AMD와
13%를 차지하는 대만의 Taiwan Semiconductor는 단일막/이중막/다중막 모든 분
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베리어 막 전체
각각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중막 보다는 단일막/이중막에 대한 기술 집
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일막 TiSiN, TaSiN, SiC에 대한 특허권자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TiSiN, TaSiN은 AMD가 가장 많으며, 하이닉스가 Taiwan Semiconductor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TaSiN은 삼성전자와 Taiwan Semiconductor가 유
사한

비율을

보이므로,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MD와

Taiwan

Semiconductor와 더불어 TiSiN, TaSiN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SiC는 2005-2006년에 많지는 않지만 특허등록이 집중되어 있
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물질별 특허동향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증가 양상을 보이
고 있으므로 SiC는 향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 삼성전자가 등록특
허 1건을 보유하여, AMD, Taiwan Semiconductor에 비해 특허활동이 취약하므로,
SiC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앞에서 언급한 구리배선 베리어
막의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 베리어 막 구조 및 물질개발에 현재보다 많은 연구개발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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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차세대반도체연구회 회원기업 탐방】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향해 - 동부하이텍

(주) 동부하이텍
대표이사 사장 오영환(yho@dongbu.com)

▶ 특화 전략 제품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구조 고도화
▶ 지분 투자 등 팹리스와의 제휴로 상생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1. 개요
동부는 90년 대 중반부터 오랜 준비과정과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동부전자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에는 세계적인 종합반도체회사인 일본 도시바와 자본제휴 ․
기술이전 ․ 제품공급 등의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다.
2002년에는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츠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던 아남반도체를
인수하고 동부아남반도체로 통합 경영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 파운드리(Foundry) 기업으로 도약했다.
2006년에는 동부일렉트로닉스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고, 올해 5월에는 국내 최
대의 농업화학회사인 ㈜동부한농과의 합병하면서 동부일렉트로닉스에서 동부하이텍
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동부하이텍은 중장기 비전을 "Innovation for Ubiquitous Life"로 정하고 첨단 미래
기술의 핵심인 IT ․ BT ․ NT5)의 융복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5)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 10억분의 1 수준의 극미세 가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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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획
동부의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다.
80~90년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D램에 집중되면서 기술 인력 등 각
종 산업 인프라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편중되었고, 그 결과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SoC6) 등 첨단 기술을 중심
으로 성장한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90년 대 후반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벤처기
업 육성전략'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벤처기업들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03년부터는 엠텍비전, 코아로직 등 1억불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반도체 설
계회사(팹리스: Fabless)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
부를 중심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시스템IC 2010」 등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의 노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가 점차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 IT 국가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창의력과 마케팅
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설계 위주의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점
차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7-1> 생산된 웨이퍼
6) SoC(System On a Chip):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디지털 정보기기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는 원칩(one-chip)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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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자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지고 R&D 와 Fab 건
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단일 반도체 회사가 설계부터 판
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
화와 분업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신규 반도체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역량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이것이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팹리스와 생산
전문회사인 파운드리(Foundry) 산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동부는 이와 같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하여 팹리스를 중심으로 한국 비메모리 반
도체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즉 팹리스들이 설계한 비
메모리 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경쟁
력을 추구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 제휴, 제품 공동 마케팅, IP Library7)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등의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3.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국내에 본사와 2개의 Fab을 보유한 동부하이텍은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심천, 대
만 타이페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가동하면서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도시바, 엠텍비젼, 코아로직 등 국내외 50여 개의 반도체 회사
들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Fab1은 0.18 미크론급 기술을 기반으로 High Voltage8), LD
I9), Analog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 상우리에 위치한 Fab2
7) IP Library: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 자산들을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
8) High Voltage: 고전압 반도체. 20V, 60V, 85V 등 다양함.
9) LDI(LCD Driver IC): LCD 구동 칩. LDI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에 문자나
영상이 표시되도록 구동 또는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용 필수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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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3 미크론급 기술을 기반으로 CIS10), RF11), Logic, Flash 메모리12) 등의 제
품을 주로 생산하면서 이동통신 ․ 첨단 디지털 가전 시장 등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성이 높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Fab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 기술: 0.15㎛, 0.18㎛, 0.25㎛, 0.35㎛
• 생산능력: 50,000장 / 월
• 주요 생산 제품: High Voltage, LDI, Analog

<그림 7-2> 동부하이텍 Fab1 (부천)
[Fab 2]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 기술: 90nm, 0.13㎛, 0.15㎛, 0.18㎛, 0.25㎛
• 생산능력: 30,000장 / 월
• 주요 생산 제품: CIS, RF, Logic, Flash

<그림 7-3> 동부하이텍 Fab2 (상우)
10) CIS(CMOS Image Sensor): CIS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영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광학적 이미지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전자 부품
11) RF(Radio Frequency): RF 반도체는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등 유무선 통신에 이용되는
고주파 실현 기술
12) Flash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형과 노어형으로 나뉘고, 낸드형은 데이터 저장용,
노어형은 연산용으로 application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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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부하이텍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적기에 생산해 고객
들이 제품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대만, 미국, 유럽 등의 국내외 5개 설계(design) 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한편 세계적인 IP Library 기업인 ARM, Synopsys, Virage Logic, Mentor
Graphics, Cadence 등과 파트너 십을 맺고 다양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의 디자인 요구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7-4> 동부하이텍 생산능력 계획(Fab1, Fab2)

4.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을 향해
동부하이텍이 국가로부터 자본 투자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받고 있는
대만과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과는 달리 민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높은 진입 장벽
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핵심적인 기술 특허를 확보하여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이
다.
동부하이텍은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턴키
(Turnkey) 서비스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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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웨이퍼 가공뿐만 아니라 설계 지원, 테스트, 패키지, 모듈 제작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하는 턴키(Turnkey)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고객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다는 전략이다.

Design

Foundry

Test &

Module

Sales &

Packaging

Manufacturing

Marketing

<그림 7-5> 동부하이텍 턴키(Turnkey) 서비스 개념도
이와 함께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팹리스와 지분 투자, 제품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해 말 LCD 모니터를 구동하는 DDI(Display Driver IC) 칩을 전문으로 설계하
는 토마토LSI에 이어 지난 7월 카메라 폰 등의 화질을 조정하는 씨모스 이미지센서
(CIS) 전문기업인 서울전자통신과 지분 투자, 제품 공동 개발 등 전략적 제휴를 맺
은 것은 투자 전략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림 7-6> 동부하이텍 생산라인
또한 첨단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반도체 경기에
서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CMOS 이미지센서(CIS), 고전압반도체
(High Voltage) 등 동부하이텍만의 특화 제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여 특정 품목에
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부하이텍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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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 힘써 지
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5. 과감한 R&D 투자의 결실-단기간에 탄탄한 특허망 구축
업계의 후발 주자로서 선진 경쟁사들의 특허 공세로부터 고객(customer)을 효율적
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동부하이텍은 CMOS 이미지센서(CIS), 고전압반도체(High
Voltage), DDI(Display Driver IC), Flash 메모리 등의 특화 제품의 전략 특허 발굴
에 힘을 써왔고, 그 결과 현재 국내에는 약 5000여건, 미국을 중심으로한 해외에는
약 1000여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특허

기업인

IBM과의

특허

분쟁

및

해외의

Patent

Troll(Business와 관계없이 특허료 수익만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특허권자)들
의 특허 공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안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

<그림 7-7> 동부하이텍 특허등록 추이(2004~2007년)

6. 국제 경쟁사회에서 한국이 사는 길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로서 통신, 첨단 디지털 가전 등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기계 등 전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이 산업은 또한 지난 92년부터 2006년까지 '수출 1위'을 차지했고, 200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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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그야말로 한
국 IT 분야의 핵심산업이다.
지금까지 産 ․ 學 ․ 官이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DRAM을 포함한 메모리 분
야에서는 94년 이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는 메모리 분야보다 4배 크고
부가가치가 높지만 세계 시장에서 불과 2%만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
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때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반도체 업계의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여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
업가의 정신으로 비메모리 산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첨단 IT 제품을 수출하면 할수록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야만 하는 왜곡된 한국
의 IT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파운드리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이텍과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팹리스(Fabless)들은 국내의 척박한 비메모리 토양에 씨앗을 뿌려왔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정성껏 곡식을 가꾸고 알찬 알곡을 수확해
야 한다. 이것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한국이 사
는 길이다. ..........................................................<KIPO 차세대반도체연구회>

※ 본 기업탐방 내용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세부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ꋮ 동부하이텍 TA팀장 장관수(kwansoo.jang@dongbu.com)
ꋮ 동부하이텍 홍보팀장 권기주(kijoo.kwon@dongb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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