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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절차의 경위

① 발명의 명칭 : 음성 사진 촬영 장치 및 방법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0. 9. 7. / 제10-2010-87504호

③ 등록일/등록번호: 2011. 4. 19. / 특허 제1031291호

④ 심판청구 : 2013. 8. 1.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

【청구항 1】음성 사진 촬영 장치(이하 ‘구성①’이라 한다.)에 있어서, 피사체에 대

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촬영부(이하 ‘구성②’라 한다.), 상기 음성 사진 촬영 장치 주

변의 음성을 기 설정된 시간의 음성 블록 단위로 녹음하여 저장하는 음성 분할 녹음부

(이하 ‘구성③’이라 한다.), 및 상기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에, 촬영 시점에 대응되는

음성 블록 및 상기 촬영 시점에 대응되는 음성 블록 전후의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

록을 상기 촬영된 사진과 함께 저장하는 음성 사진 저장부(이하 ‘구성④’라 한다.)를 포

함하는, 음성 사진 촬영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른다. 나머지 청구항

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8】(이 사건과 관련 없으므로 기재 생략함)

【청구항 9】음성 사진 촬영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⑤’라 한다.), 사용자의 키입

력에 기초하여 음성 사진 촬영 모드로 사진 촬영 모드를 전환하는 단계(이하 ‘구성⑥’이

라 한다.), 음성 사진 촬영 장치 주변의 음성을 기 설정된 시간의 음성 블록 단위로 녹

음하여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⑦’이라 한다.), 피사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

및 상기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에, 촬영 이벤트가 발생된 시점에 대응되는 음성 블록

및 상기 음성 블록 전후의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록을 상기 촬영된 피사체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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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함께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⑧’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음성 사진 촬영 방법.

【청구항 10】~【청구항 16】(이 사건과 관련 없으므로 기재 생략함)

【청구항 17】(삭제)

【청구항 18】~【청구항 19】(이 사건과 관련 없으므로 기재 생략함)

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4-328126호, 2004. 11. 18.

공개, 별지 2. 도면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음성 녹음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셔터 타이밍 이전부터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일시 기억한 음성 데이터 중에서 셔터 타

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을 취출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

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1], [0019], [0021], [0023] 참조)되어 있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7,106,369호, 2006. 9. 12. 공

개)

비교대상발명 2는 이미지 캡쳐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이미지 캡쳐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오디오 버퍼 내에 디지털 오디오를 함께 저장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

명 2 명세서 식별번호 [0020], [0024], [0028] 참조)되어 있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078516호, 2000. 3. 14.

공개)

비교대상발명 3은 음성 녹음 촬영 장치에 관한 것으로, 셔터 시각 전후의 음성 정

보 기록을 사진과 함께 저장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명 3 명세서 식별번호 [0008],

[0075] 참조)되어 있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3-283987호, 200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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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비교대상발명 4는 음성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셔터 누름시간 전후의 T2 시간 동안의 음성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

명 4 명세서 식별번호 [0002], [0005], [0006] 참조)되어 있다.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6-310978호, 2006. 11. 9.

공개)

비교대상발명 5는 음성 녹음 촬영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정지 화상과 촬영된 시간

(Tn) 전후인 Tn-1부터 Tn+1까지의 디지털 음성 데이터를 메모리카드 또는 HDD에 함께

기록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명 5 명세서 식별번호 [0033] 참조)되어 있다.

(6) 비교대상발명 6(갑 제9호증,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4-0096350호, 2004. 11. 16.

공개)

비교대상발명 6은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영상 정보와 함께 음성 정보를

함께 저장하는 구성이 기재(비교대상발명 6 제2면 두 번째 단락 참조)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각각은 음성 사진 촬영에서 촬영 이벤트 발생시점 전후의

음성이 사진과 함께 저장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특허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6 각각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반셔터를 시작으로 완전 누름이

되는 경우)에 음성이 저장되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들은 단순히 ‘셔터 완전 누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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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음성이 저장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음성이 저장되는

시기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촬영 이벤트가 발생된 시점에 대응되는 음성 블록 및 상기

음성 블록 전후의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록을 촬영된 피사체의 이미지와 함께 저장

하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들은 음성을 저장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의 음성

을 이미지와 함께 저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음성이 저장되는

기간이 상이하다.

※ 2014. 6. 30. 피청구인의 의견서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인 ‘이미지와 함께 저장되는 음성의 양’, 및 ‘음성의 저장형

태’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9. 3. 구술심리에서 모두 비교대상발명 1~5에 기재되어 있

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언급한 종래발명의 구성에 해당된다고 인정함(2014. 9. 3.

별지 3. 구술심리조서 참조).

3. 이해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게재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인 ㈜〇〇〇〇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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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1)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과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음성 사진 촬영에 있어서, 종래 촬영된 시점 이후의 음

성만이 저장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촬영 전의 피사체 주변의 음성도 촬영된 사진

과 함께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해결과제(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

호 [0004], [0008] 참조)로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원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음성 사진 촬영 모드에서 촬영 전부터 음성을 기 설정

된 블록 단위로 녹음함으로써, 촬영된 사진과 함께 촬영 이벤트가 발생되는 시점 전후의

음성을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원리(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16] 참조)로 한다.

(나) 해결과제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촬영 전의 피사체 주변의 음성도 촬영된 사진과 함께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셔터 타이

밍 이후의 소리만 기록되는 종래의 디지털 카메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 기억

수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억된 음성 데이터로부터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

을 취출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기재(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08],

[0010] 참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다) 구성의 대비

1) 구성①의 대비

구성①은 음성 사진 촬영 장치의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피사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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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상을 촬영할 때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01], [0003], 및 도면 9 참조)과 동일하다.

2) 구성②의 대비

구성②는 피사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촬영부의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렌즈(11) 및 CCD(12)의 구성’(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

번호 [0033]~[0035], 및 도면 9 참조)과 동일하다.

3) 구성③의 대비

구성③은 음성 사진 촬영 장치 주변의 음성을 기 설정된 시간의 음성 블록 단위

로 녹음하여 저장하는 음성 분할 녹음부의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정지영상

을 촬영할 때 음성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일시 기억부(107)의 구성’(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0], [0012], [0016] 참조)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일시

기억부에 음성 데이터가 소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음성 데이터의 오래된 부분부터 소거’

되는 것이 기재(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6], [0017] 참조)되어 있으므로, 결

국 비교대상발명 1도 ‘기 설정된 시간’ 만큼의 음성이 저장된다는 점에서, 구성③은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4) 구성④의 대비

구성④는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 촬영 시점 및 촬영 전후의 기 설정된 음성 블

록을 사진과 함께 저장하는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정지 화상을 촬영할 때

에 셔터 타이밍 이전부터의 음성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한 상기 음

성 데이터 중에서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을 취출하여 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구성’(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1], [0012], [0043] 참조)

에 대응되는데, i) 구성④에서 음성이 저장되는 시점은 ‘피사체가 촬영되는 시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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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음성 저장 시점은 ‘셔터 버튼의 완전 누름 조작 시점’이라는

점이 상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하고,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하며, ii) 구성④에

서 저장되는 음성의 단위는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록’인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에

서 저장되는 음성의 단위는 ‘미리 정해진 고정 시간 또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시간’

이라는 점이 상이(이하 ‘차이점 2’라 하고,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하며, 피청

구인도 위 차이점 1, 2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과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5) 차이점 1, 2에 대한 판단

차이점 1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음성 사진 촬영 모드에서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되는 때에 촬영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71] 참조), “촬영 이벤트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촬영 이미지가 기 설정된 음성블록을 함께 백업하여 저장하는 단계”(이 사건 특

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73] 참조), 및 “녹음된 음성 블록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촬영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촬영 사진 및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록을 함께 백

업하여 저장”(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51], 및 도면 3 참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위와 같은 내용들에 기초해 보면, 이 사

건 특허발명에서 피사체가 ‘촬영되는 시점’은 촬영 이벤트 발생 시점(32)으로 ‘이미지가

음성 블록과 함께 저장되는 시점’을 의미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 1에는

“셔터의 완전누름 조작으로 상기 일시 기억부로 상기 음성 데이터를 독출하여 기록매

체에 기록”(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9] 참조), “셔터 버튼(110)이 완전 누름

되었을 때에, 단계 ST204에서, 기록 제어부(108)가 일시 기억부(107)에 일시적으로 기억

된 음성 데이터 중에서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을 독출하여 화상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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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록매체(104)에 기록한다.”(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38] 참조)가 기재

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완전 누름 조작 시점’은 이미지가 음성 블록과 함께

기록되는 시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피사체가 촬영되는 시점‘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촬영 시점’은 반 셔터를 시작점으

로 해서 셔터를 완전히 눌렀을 때 이미지와 함께 음성이 저장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음성이 저장되는 시기가 상이하다고 주

장 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촬

영 시점에 대해 단지 “상기 촬영부(150)는 키 입력부(110)에서 생성된 키 입력 신호에

기초하여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다. 음성 사진 촬영 모드에서 피사체가 촬영되는 경우

에는, 사진이 촬영되는 때에 촬영 이벤트가 발생하며, 발생된 촬영 이벤트는 음성 사진

저장부(160)에서 감지될 수 있다.”고만 기재(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42]

참조)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촬영 시점’은 키 입력 신호와 관련 된 것일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어디에도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반 셔터의 개념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설령 ‘촬영 시점’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반 셔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셔터를 완전

히 눌렀을 때 이미지와 함께 음성이 저장되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해도, 비교대상발명 1

에는 “셔터의 반누름 조작으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하여 셔

터의 완전 누름 조작으로 상기 일시 기억부로부터 상기 음성 데이터를 독출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19] 참조), 및 “단계 ST201에서, 셔터

버튼(110)이 사용자에 의해 반누름됨으로써 반누름 모드가 되고 피사체가 발성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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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성 데이터로서 일시 기억부(107)에 입력된다. 다음으로 단계 ST202에서, 일시 기억

부(107)가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 단계 ST203에서, 셔터 버튼

(110)이 완전 누름 되었을 때에, 단계 ST204에서, 기록 제어부(108)가 일시 기억부(107)

에 일시적으로 기억된 음성 데이터 중에서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을 독출

하여 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매체(104)에 기록한다.(단계 ST 205)”가 기재(비교대상발

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38] 참조)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1도 반 셔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셔터를 완전히 눌렀을 때 이미지와 함께 음성이 저장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

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이점 2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음성 분할 녹음부(130)는

주변의 음성을 기 설정된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을 후술할 메모

리부(170)에 임시 저장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기 설정된 시간 단위로 녹음된 음

성을 편의상 음성 블록이라고 칭하도록 한다.”고 기재(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

호 [0036] 참조)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설정된 개수의 음성 블록’은 단순히

‘기 설정된 시간 단위로 녹음된 음성’임이 명확하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음성

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소정 시간에 대해,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은, 디지털

카메라(100)에서 미리 정해진 고정 시간 또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시간이다.”가 기재

(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38] 참조)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

발명 1에서 피사체 촬영시 음성이 저장되는 기간은 기 설정된 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위 차이점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재 방법에 따

른 단순한 표현의 차이일 뿐 내용상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성④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효과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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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촬영 전의 피사체 주변의 음성

도 사진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65] 참조)에서, 양 발명은 그 효과가 동일하다.

(마)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비해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각별한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발명 1

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2) 이 사건 제9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9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촬영 장치를 방법으로 구현

한 것으로, 전체 구성은 구성⑤, 구성⑥, 구성⑦, 구성⑧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9항 특허발명의 구성⑤, 구성⑦, 구성⑧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①, 구성③, 구성④의 각 기능부를 단순히 ‘단계’로 바꿔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기술적 사상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①, 구성③, 구성④와

동일하므로, 구성⑥에 대해서 대해서만 살핀다.

구성⑥은 사용자의 키입력에 기초하여 음성 사진 촬영 모드로 촬영 모드를 전환

하는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정지 영상 촬영 모드 설정 버튼의 조작에 의해

음성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하는 구성’(비교대상발명 1 명세서 식별번호

[0023] 참조)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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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

된 것이므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19980750
심판장 심판관 김민희

19980750
19980

750

20000235
주 심 심판관 전영상

19980750
19980

750

20020238
심판관 문태진

19980750
1998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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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도 2】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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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도면

100 : 디지털 카메라 101 : 조작부 102 : 화상 입력부

103 : 화상 처리부 104 : 기록매체 105 : 표시부

106 : 제어부 107 : 일시 기억부 108 : 기록 제어부

109 : 전원 스위치 110 : 셔터 버튼 111 : 모드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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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구술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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