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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심사관입장에서 출원명세서를 매일 읽어보는 일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

다. 소설이나 시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식이나 기호 등

을 포함한 기술용어와 외래어가 포함된 명세서를 이해하여 등록결정이나 거

절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은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어로 기재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또는 외

국어를 번역함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연스런 문장이 되지

않은 명세서를 읽게 된다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

히 번역된 명세서인 경우는 간혹 원문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 수도 있지만

굳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다.

아무튼 출원명세서를 접하다 보면, 1문장에서 2가지이상의 뜻을 포함할 수

도 있는 애매한 표현이 간혹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 해

서 중의적인 문장표현을 피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였으면 한다.

2. 문장 표현

(1) 출원명세서

화학분야에서 고분자조성물을 청구함에 있어서 구성성분들을 다수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BC로 이루어진 공

중합체 또는 a, b, c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조성물 이 이에

해당한다.

ABC로 이루어진 공중 합체 (copoly mer) 인 경우는 화학성분A, 화학

성분B, 화학성분C로 이루어진 고분자를 뜻하며, [AAAA-BBB-CCCCC]n 으로

구조식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ABC로 이루어진 중합 체

(poly mer) 라고 표현했다면 어떨까? 그냥 앞서서 말한 공중합체로 이해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 단순히 공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의미가 불명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청 구항 1. a와b, c와 d 및/ 또 는 e와 f로 이루 어진 조성 물 .

인 경우는 다음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구성요소1 구성요소2 구성요소3

① a와b c와d e와f

② a와b c와d -

③ a와b - e와f

또 다른 복잡한 예를 들어보면,

청 구항 1. a와 b, c와 d 및/ 또는 A, B 및 C중 에서 적어 도 1개 선 택된

성 분으 로 이 루어 진 조 성물 .

이 청구항에서는 및/ 또는 그리고 적어도 1개 선택된 이라는 한정이 불명

확하므로 조성물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가능한 모든 조

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성요소1 구성요소2 구성요소3 비고

① a와b c와d
A,B 및 C중에서 적어도

1개 선택된 성분
및/ 또는 에서 및 선택시

② a와b c와d -
및/ 또는 에서 또 는

선택시

③ a와b -
A,B 및 C중에서 적어도

1개 선택된 성분

및/ 또는 에서 또 는

선택시

④
(a와b), (c와d 및/ 또는 A), (B), (C) 중에서

적어도 1개 선택된 성분
중 의적 문장 표현

이런 경우라면, 발명자(또는 출원인)가 어떤 조성물을 청구했는지 알 수가 없



다. 위의 경우 4가지를 모두 다 청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청구

하고자하는 조성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보호받고자하는 권리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다.

(2) 중의적인 문장표현

앞서서 예를 든 중의적인 문장표현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을

중의성(重義性) 이라 하며 이를 달리 애매성(曖昧性, ambiguity)이라고 하기

도 한다. 중의성을 가진 문장을 중의적(重義的)인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중의성을 띠는 어구나

문장을 몇 개 예시하겠다.(국립국어연구원 자료, www .korean .go.kr)

(예1)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

→ 1. 그녀가 옷에 대해 가지는 관심

2. 그녀의 옷에 대한 남들의 관심

(예2) 훌륭 한 대학의 학생

→ 1. 훌륭한 대학(≒명문 대학)의 (어떤) 학생

2. (어떤) 대학의 훌륭한 학생

(예3) 넓고 화려 한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 1. 에투알 개선문은 넓고 화려하다. 그런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2.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넓고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즉 넓고 화려

한,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예4) 키가 큰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 있다.

→ 1. 할머니는 키가 크신데, 그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에 있다.

2.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그 손자는 키가 크다.

(예5) 솔직 하고 성실 한 영수의 대답에 공감이 갔다.

→ 1. 영수는 솔직하고 성실하다. 그러한 성품을 가진 영수의 대답에 (나는)

공감이 갔다.

2. 영수의 대답은 솔직하고 성실했다. 그러한 대답에 (나는) 공감이 갔다.



(예6) 그는 울면 서 떠나는 순희를 배웅했다.

→ 1. 그는 떠나는 순희를 배웅했는데, 울면서 배웅했다.

2. 울면서 떠나는 순희를, 그는 배웅했다.

(예7) 선생님이 보 고 싶 은 학생이 많다.

→ 1.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2.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예8) 부인들은 남편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 1. 부인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2. 남편들보다는 부인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위의 예들은 문장 구조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예들이다. 이런 예들 중 대부

분은 일정한 이야기의 맥락이나 문맥 속에 놓이면 그 중의성이 해소된다. 위의

예들 중에서 (예2)∼(예6)은 어순을 바꾸거나 쉼표(,)를 써서 아주 간단히 중의

성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1), (예7), (예8)은 문장의 짜임새를 새롭게

하여야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명세서에도 이러한 중의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타발명자는 물

론이고 심사관도 기술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럽고 권리범위 확정에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되어 심지어는 분쟁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의 작

성자는 중의성이 생기지 않도록 문장 다듬기를 철저히 하여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