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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동향

1-1. 스마트카의 특허동향분석
1) 분석배경

□ 최근 각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스마트카에 관심이
집중됨
-

미국, 유럽 등은 2000년 초부터 정부차원 육성 및 기술 표준화 주도

-

한국 정부도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스마트카 선정

□ 스마트카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안전기능과 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주요 안전 기능과 편의 기능
- 운전자의 눈 깜빡임과 호흡상태를 감지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예방 안전

시 경보를 울림
- 적외선카메라를 통해 야간에 전조등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
출현한 사람과 동물을 미리 감지
-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때 자동차 스스로 급제동을 걸거나

사고 회피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 피해방지
-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보를
울림
-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충격 흡수 능력을 극대화한 차체 구조가

충돌 및
피해 확대 방지

승객석을 보호해 줌
- 모터가 달린 능동 형 안전벨트가 작동하면서 에어백이 작동해
승객을 보호
-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네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등을

각종 편의장치

말로 조작
- 차에서 동영상을 즐기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화상회의를 함

출처 : ETRI 산업분석연구팀(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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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요국가의 스마트카 육성 정책 현황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 미래부는 국민소득 4 만달러 달성을 위한 9 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
-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주요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
- 2000 년 초부터 산업계, 정부기관, 학계가 연계한 스마트카 구현
로드맵 수립 및 연구개발
- EU 의 경제성장 비전인 EU2020 의 스마트 지속가능 성장의
일환으로, 스마트카를 포함한 스마트시스템 기술개발 정책 추진
- 자국 자동차 업체가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업체 인수 시 자금
지원

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2009), 미래창조과학부(201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9)

□ 또한 스마트카 확산으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
음
-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연간 6.8조 절감, 교통사고 사망
의 28% 감소의 기대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승용차 교통사고 41% 감소 기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2.9), 도로교통공단(’14,2)

□ 이번 보고서에서는 윈텔립스를 활용하여 197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영국에 공개, 등록된 스마트카 기술의 특허동향분석을 실시함
-

스마트카 관련 주요 키워드를 선별하여 동의어·유사어를 활용한 검색
식을 작성해 데이터 모집단을 형성한 뒤, 노이즈 문헌을 제거하여 최
종 유효데이터를 추출

-

검색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연도별 출원인 수, 출원인
국적현황,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주요 출원인 및 공동출원인현황
등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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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요

□ 스마트카란 ‘첨단의 컴퓨터, 통신, 측정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
할 수 있는 차량’ 즉, 자동차에 장착된 지구위치측정위성시스템(GPS) 수
신기로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통보 받아 계기판에 정밀한 지도를 제시하
고,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도록 해 주는 차량임

□ 스마트카의 기술개발 범위를 크게 본다면 고 안전, 고 편의, 융합기술로
나눌 수 있음
스마트카의 기술개발 범위
- 주변상황 인식 기술, 운전자의 상태 인식 기술, 능동안전 경고 및
고 안전

제어 시스템 기술, 통합안전 시스템 기술, 수동안전 시스템 기술
등

고 편의

융합기술

- 차량 상태 모니터링 기술, 운전자 정보제공 단말 기술, 모바일 엔
터테인먼트 기술 등
- 전장 시스템 기능한전 기술, 차량 내부네트워크 기술, 자동차용
SoC 기술 등

▲ 스마트카의 개념 및 범위
출처 : 한국표준협회-표준기반 R&D 로드맵(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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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는

일반적으로

수동안전(Passive

Safety)과

능동안전(Active

Safety)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는 ASV(Advanced Safety Vehicle),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Cooperative Safety System 등이
포함됨

□ 스마트카는 기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자동차 기술에 차세대 전기전자, 정
보통신, 기능제어 등의 기술을 융합시키고 자동차 주변과 차량 내 장치들
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전성을 증가시킴

□ 스마트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스마트카의 환경 분석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 해외 선진 업체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스마트카의 핵심기술의 육성 및 확보를 하고 있음
- 미래 자동차산업은 제조자, 판매자 중심의 수동적 산업구조에서
구매자 중심의 능동적 산업구조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
- 미래는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고 사회 인프라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
- 유럽, 북미는 Future Mobility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3) 시장동향

□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약 36% 성장하여 2019년에는
3,011억 달러의 규모로 확장 될 전망임(ABI Research)

□ 또한 자동차와 IT가 융합한 시장도 2008년 864억 달러에서 2014년 2112
억 달러로 7년동안 연평균 13.6% 성장이 예상됨. (AB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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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스마트카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표준협회-표준기반 R&D 로드맵(2014.4)

□ 스마트카의 하드웨어적인 기술 뿐만 아니라 IT 산업 간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복합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자동차 업체와 IT업체간
의 상호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ECU의 탐재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복
잡성을 줄이기 위해 2003년 BMW, 다임러, 폭스바겐, 보쉬 등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전장부품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핵심 플랫폼인
‘오토사(AUTOSAR)’를 개발함

▲ www.autos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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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약 1억대의 자동차에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고, 2020년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모든 자동차가 커넥티드 단말이 될 것으로 예상됨
(ATLAS, 2010년)

기업명

기업 동향

현대모비스,
국내기업
만도

- 기아차 K9 에 9 가지 전장기술 적용 및 용인에 전장
연구소 설립
- 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 주요 운전보조장치 기술 개발 중
- 2016 년 자동주행기술 상용화
- 미국 라스베가스 가전박람회에서 운전자의 디지털 라이프

콘티넨탈

스타일을 차량에 접목시킨 디지털 컴페니언 기술을
선보임

VOLVO
국외기업

- 안전 시스템을 응용하여 무인으로 자동 주차를 해주는
무인주자 시스템을 공개
- 동경 ITS 세계대회에서 자동차가 주변정보를 센서로써

HONDA

감지하여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판단 및 회피하는 기술인
협조형 자동운전 기술을 선보임

TOYOTA
NISSAN

- 무인 자동운전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경감하는
고속도로 고도 운전지원 시스템을 개발
- CEATEC JAPAN 2013 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일본 최초로
선보임

[스마트카 기업 동향]

4) 분쟁사례

□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정보통신기술이 자동차 분야와 융합되어 스
마트카 분야로 특허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송 대상이 된 기술분야는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AV기술, 네비게이
션,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주행제어 기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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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분야
출처 : 프리스케일

□ 미국 특허관리회사(NPE)인 AVS(American Vehicular Science)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2014년 8월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을 제기함

□ AVS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스마트카 핵심 기술인 차량 진단 시스템
과 텔레메틱스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소송에 관련된 특허는 `차량 진단을 위한 텔레메틱스 시스템`, ‘원격
차량 진단 운용’ 등이 있음

1.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 HYNNDAI MOTOR COMPANY, ET AL
소송번호

2:14CV13247

원고명

AMERICAN VEHICULAR SCIENCES

소송제기일

2014-08-21

피고명

HYUNDAI MOTOR COMPANY

소송원인

35 USC 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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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 No. 8024084
- VEHICLE DIAGNOSTIC TECHNIQUES
U.S. Pat. No. 8036788
- VEHICLE DIAGNOSTIC OR PROGNOSTIC MESSAGE TRANS-MISSION
SYSTEMS AND METHODS
U.S. Pat. No. 6738697
- TELEMATICS SYSTEM FOR VEHICLE DIAGNOSTICS
U.S. Pat. No. 6823244
- VEHICLE PART CONTROL SYSTEM INCLUDING ELECTRON-IC
관련특허
정보

SENSORS
U.S. Pat. No. 7650210
- REMOTE VEHICLE DIAGNOSTIC MANAGEMENT
U.S. Pat. No. 7082359
- VEHICULAR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S
U.S. Pat. No. 7630802
- INFORM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U.S. Pat. No. 8019501
- VEHICLE DIAGNOSTIC AND PROGNOSTIC METHODS AND SYSTEMS

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 KIA MOTORS CORPORATION ET AL
소송번호

2:14CV13249

원고명

AMERICAN VEHICULAR SCIENCES

소송제기일

2014-08-21

피고명

KIA MOTORS

소송원인

15 USC 1126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U.S. Pat. No. 6738697

관련특허

- TELEMATICS SYSTEM FOR VEHICLE DIAGNOSTICS

정보

U.S. Pat. No. 7082359
- VEHICULAR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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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U.S. Pat. No. 7630802
- INFORM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U.S. Pat. No. 7650210
- REMOTE VEHICLE DIAGNOSTIC MANAGEMENT
U.S. Pat. No. 8019501
- VEHICLE DIAGNOSTIC AND PROGNOSTIC METHODS AND SYSTEMS
U.S. Pat. No. 8036788
- VEHICLE DIAGNOSTIC OR PROGNOSTIC MESSAGE TRANS-MISSION
SYSTEMS AND METHODS

□ 위의 사례와 같이 소송 상대는 주로 특허주장기업(PAE), 비실시기업(NPE)
라 불리는 특허전문기업들이며, 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목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 스마트카 기술개발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건수 역시 높아
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이 날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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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카의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카의 연도/나라별 특허동향]

□ 1972년부터 2014년까지의 스마트카 관련 특허는 총 6,033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추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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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됨을 고려한다면 2013년도에는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
분을 고려해야 함

□ 미국의 경우 ‘7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카 관련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으며, 스마트카 관련 특허 6,033건 중 2,173건을 차지하여 36% 점유율
을 보임
□ 한국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 관련 특허가 거의 출원하지 않았으나 ‘90
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특허 중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
□ 일본과 유럽의 경우 각각 31%, 13%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매년 소수의 건수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음

[출원인 국적현황]

□ 총 6,033건 특허의 출원인 국적을 살펴본 결과 일본 출원인의 특허가
3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대만
순으로 출원건수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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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경우 스웨덴, 캐나다, 영국, 중국 등이 있으며 총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국가별로 특허 출원분포를 살펴보면, 미국특허가 36% 정도로 한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에 비해 높은 출원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특허는
내국인의 출원이 외국인 출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 출원에는 일본,
독일, 대만, 캐나다 등의 출원이 포함되어 있음

□ 내국인 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며, 내국인이 1,215건 중
1,125건을 출원하여 93%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41건을 출원하여 3%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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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유럽이며, 총 786건 중
327건을 외국인이 출원하여 4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독일 국적의
출원인이 220건,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45건을 출원함
□ 일본, 미국의 경우 내국인의 비율은 각각 92%, 63%를 차지함

[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또한 연도별 내외국인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은 90%이상이
내국인의 출원으로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유럽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해외 의존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중에서도 특히
독일 국적 출원인에 의한 의존도가 높음

□ 한국특허의 경우는 내국인의 출원은 ‘12년 1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출원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미국특허는 ‘70년대 초반 특허를 출원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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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다 ‘02년에
36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포트폴리오로 본 스마트카 분야의 위치]
1. 분석 구간 : ‘73~’80, ‘81~’88, ‘89~’96, ‘97~04, ‘05~’12 (출원년도)
2. X축 : 출원인수, Y축 : 출원건수

□ 스마트카 분야의 기술 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를

보이다

5구간에

들어서

출원인수는 감소하는 성숙기로 들어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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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의 경우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로
판명되며,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일본과 유럽의 경우 1구간에서 4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기를 보이다 5구간에 들어서며 약간의 성숙기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90년대 초반에 스마트카에
관련한 특허출원이 증가함.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른
구간에 비해 특허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높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주요 출원인 현황]

□ 주요 상위 출원인은 TOYOTA MOTOR, NISSAN MOTOR, 현대자동차,
HONDA, 현대모비스, MITSUBISHI, DENSO 등 대부분 대기업으로 나타남

□ 총 200건의 특허를 출원한 TOYOTA MOTOR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출원을 시작하여 ‘14년까지 활발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

□ NISSAN

MOTOR

역시

‘70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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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기아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에서
81건의

특허를

177건,
출원하여

현대모비스에서
상위

출원인에

101건,
올랐으며,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

[IPC별 출원현황]

IPC

기술분야

출원건수

출원비중

B60R

차량 부속구 또는 차량부품

2000

33%

B60Q

차량용의 신호 또는 조명장치의 배치, 설치 또는 지지

585

10%

B60L

전기 추진차량의 추진

571

9%

B60W

다른 종류 또는 다른 기능의 차량용 부품의 관련 제어

514

9%

B60K

차량의 추진 장치 또는 동력 전달 장치의 배치 또는 설치

347

6%

B65G

차체현가장치

160

3%

□ IPC별 출원현황을
차량용

신호

살펴본 결과, 차량

또는

조명장치의

부속구 또는 차량용품(B60R),

배치,

설치

또는

지지(B60Q),

전기추진차량의 추진(B60L) 분야의 출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차량 부속구 또는 차량용품(B60R) 분야의 출원건수가 총 6,294건중
2,139건을 차지하여 33%의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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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스마트카란 ‘첨단의 컴퓨터, 통신, 측정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
할 수 있는 차량’ 즉, 자동차에 장착된 지구위치측정위성시스템(GPS) 수
신기로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통보 받아 계기판에 정밀한 지도를 제시하
고,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도록 해 주는 차량임

□ 한국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스마트카
를 선정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주요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근 각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스마트카
에 관심이 집중됨

□ 1972년부터 2014년까지의 스마트카 관련 특허는 총 6,033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추이임

□ 미국의 경우 ‘7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카 관련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으며, 스마트카 관련 특허 6,033건 중 2,173건을 차지하여 36% 점유율
을 보임

□ 스마트카 분야의 기술 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를 보이다 5구간에 들어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감소를 하여 쇠퇴기 단계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그 건수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 앞으로 성장기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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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현황 분석

2014년 9월 특허분쟁동향 분석

미국의 특허분쟁 건수는 한국보다 약 5.7 배 많으며,
지난 2014 년 8 월(8.5 배)에 비해 한국과 미국의 분쟁건수
차이가 감소하였고, 미국은 전체 분쟁건수 대비 48%가량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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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09월 1일부터 2014년 09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
생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48건이고 미국이 총 285건으로, 미국분
쟁건수가 한국의 약 5.7배에 해당함 (단, 한국은 소송 판결일자를 기준으
로 공개되며, 미국은 소송 제기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됨을 감안하면, 실제
로 미국분쟁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2-1. 한국 동향

[한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판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4년 09월 1일부터 2014년 09월 30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
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48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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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필수품 분야가 14건(29%)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정보통신 12건(25%),
처리조작 9건(19%), 고정구조물 5건(10%), 화학;야금, 기계공학 분야가 동
일하게 각각 4(8%)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분쟁유형별 동향]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분쟁인 당사자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이 22 건으로 가장 많으며, 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이

11건,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에

의해

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
(적극적)심판이 9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정정을 요청하는
정정심판이 6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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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 건수가 총 48건 중 22건으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
업체와의 견제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은 총 48건 중 11건, 9건씩으로 약 23%, 1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정심팜이 6건으로 13%의 점유율을 차지함
□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이 5건으로 가장 높
았으며, 각각의 심판유형의 건 수에 비교한 전자정보통신 비율을 따져보
면 정정심판은 총 6건 중 3건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권리범위확인(적
극적)심판은 총 11건 중 5건을 기록하여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내 해외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한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

해외

기업은

전체

48

중

6건이며,

에이치씨티 아시아, 도쿄 일렉트론 등이 있으며, NPE에 관련된 분쟁은
9월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3 (계쟁 특허)

분쟁건수

카이스전자(주)

2

온도퓨즈가 구비된 터미널 블록

1

터미널 접속단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1

(주)아이존

2

학습용 리딩북 셋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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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나노포토닉스

1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는 카이스전자와 아이존이 각각
2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나노포토닉스가 1건의 소를 제기함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4 (계쟁 특허)

분쟁건수

동아베스텍 주식회사

2

온도퓨즈가 구비된 터미널 블록

1

터미널 접속단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1

주식회사 토이트론

2

학습용 리딩북 셋트

2

(주)화진티엔아이

1

문자/음성변환기능을 구비한 자동우량경보장치 및 그운용방법

1

(주)엠엔씨테크날러지

1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 당한 피고는 동아베스텍이 ‘온도퓨지가
구비된 터미널 블록’, ‘터미널 접속단자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련
하여 총2건, 토이트론이 ‘학습용 리딩북 셋트’에 대해 2건을 청구당하였
고, 화진티엔아이, 엠엔씨테크날러지가 각각 1건 제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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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동향

[미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제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4년 09월 1일부터 2014년 08월 31일까지의 미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75건 발생함

□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32건(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의 전체 특허분쟁 건수와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생활필수품 55건(20%), 기타 53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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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은 전체 275 중 4건이며, LG
ELECTRONICS가 2건 SAMSUNG ELECTRONICS가 2건을 제소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기술분야로는 4건 모두 전기전자 분야임

□ 미국 특허분쟁 중에서 NPE에 의한 제소된 건은 총 275건중 1건이며,
OAKLEY가 “EYEGLASS COMPONENT” 기술에 관련하여 1건의 소송을
제기함

[전자정보통신] 원고 (계쟁 특허)

분쟁건수

PANTAURUS

12

SECURE COMPUTER SYSTEM AND METHOD OF PROVIDING SECURE ACCESS
TO A COMPUTER SYSTEM INCLUDING A STAND ALONE SWITCH OPERABLE

12

TO INHIBIT DATA COR-RUPTION ON A STORAGE DEVICE

CLOUDING

10

NETWORK MANAGEMENT SYSTEM HAVING VIRTUAL CATALOG OVERVIEW OF

7

FILES DISTRIBUTIVELY STORED ACROSS NETWORK DOMAIN
KEY MANAGEMENT FOR NETWORK COMMUNICATION

2

DYNAMIC DISTRIBUTED DATA SYSTEM AND METH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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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NOTIFY

9

REAL-TIME INCIDENT AND RESPONSE INFORMATION MESSAGING INA
SYSTEM FOR THE AUTOMATIC NOTIFICA-TION THAT AN EMERGENCY CALL

9

HAS OCCURRED FROM A TELECOMMUNICATION DEVICE

BSG TECH

5

WIDE ACCESS DATABASES AND DATABASE SYSTEMS

5

CIRREX SYSTEMS

5

FACILE PRODUCTION OF OPTICAL COMMUNICATION AS-SEMBLIES AND

5

COMPONENTS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원고 및 계쟁 특허]

□ 2014년

09월

PANTAURUS가

1일

~

“SECURE

2014년

09월

COMPUTER

30일에
SYSTEM

전자정보통신
AND

분야는

METHOD

OF

PROVIDING SECURE ACCESS TO A COMPUTER SYSTEM INCLUDING A
STAND ALONE SWITCH OPERABLE TO INHIBIT DATA COR-RUPTION ON A
STORAGE DEVICE”에 관련하여 12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CLOUDING가
“NETWORK

MANAGEMENT

SYSTEM

HAVING

VIRTUAL

CATALOG

OVERVIEW OF FILES DISTRIBUTIVELY STORED ACROSS NETWORK
DOMAIN”, “KEY MANAGEMENT FOR NETWORK COMMUNICATION” 등에
관련하여 총 10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전자정보통신] 피고 (계쟁 특허)

분쟁건수

EBAY

2

METHOD FOR PROMOTING SELLING OF SELLER ITEMS ON AN ONLINE AUCTION SITE

2

OPEN NETWORK SOLUTIONS

2

OPEN NETWORK SYSTEM FOR I/O OPERATION INCLUDING A COMMON GATEWA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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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AND AN EXTENDED OPEN NETWORK PROTOCOL WITH NON-STANDARD
I/O DEVICES UTILIZING DEVICE AND IDENTIFIER FOR OPERATION TO BE PERFORMED
WITH DEVICE

LG ELECTRONICS

2

DENSIFICATION TEST PROCEDURE FOR URANIA

1

METHOD AND CIRCUIT ARRANGEMENT FOR ADJUSTING THE LEVEL OR DYNAMIC
RANGE OF AN AUDIO SIGNAL

REFLECTIONS BY RUTH DOING BUSINESS AS BYTEPHO-TO.COM
METHOD OF SHARING MULTI-MEDIA CONTENT AMONG USERS IN A GLOBAL
COMPUTER NETWORK

APPLE

1

2
2

2

METHOD AND CIRCUIT ARRANGEMENT FOR ADJUSTING THE LEVEL OR DYNAMIC
RANGE OF AN AUDIO SIGNAL
MOBILE COMMUNICATIONS

1
1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고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제소당한 피고를 알아보면, EBAY가
“METHOD FOR PROMOTING SELLING OF SELLER ITEMS ON AN ONLINE
AUCTION SITE” 기술 등과 관련하여 2건, OPEN NETWORK SOLUTIONS
가 “OPEN NETWORK SYSTEM FOR I/O OPERATION INCLUDING A
COMMON GATEWAY INTERFACE AND AN EXTENDED OPEN NETWORK
PROTOCOL WITH NON-STANDARD I/O DEVICES UTILIZING DEVICE AND
IDENTIFIER FOR OPERATION TO BE PERFORMED WITH DEVICE” 기술과
관련하여 2건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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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사례분석

3-1. ㈜한국서지연구소 vs. ㈜성진테크윈

1) 분쟁배경

전원, 통신, 영상 등 서지보호기를 주로 생산하는 낙뢰방호 전문업체인
㈜한국서지연구소와 낙뢰, 서지보호기, 군용부품,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전자부품 개발업체인 ㈜성진테크윈 간에 SMD 형태의 박막형 방전
소자에 관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분쟁 개요

㈜한국서지연구소가 ㈜성진테크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2013당
1520)이 진행되었으나 ㈜성진테크윈의 승소로 일단락되었고, ㈜성진테크
윈의 모든 청구항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서지
연구소는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2014허당7110, 2014. 09. 25)을
제기하여, 분쟁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28

2014.10

i-PAC Issue Report

3) 분쟁 경과

■ 2013. 06. 07 : 무효심판 – 2013당1520 – ㈜성진테크윈을 상대로 특허
제993518호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함
■ 2014. 08. 28 : 무효심판 심결 – 특허심판원은 2013당1520 무효심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함
■ 2014. 09. 25 : 심결취소소송 - 2014허당7110 – ㈜한국서지연구소는 특
허심판원이 2013. 06. 07. 2013당152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함

4) 사실관계

■ 당사자 : ㈜한국서지연구소, ㈜성진테크윈
■ 진행법원 : 특허심판원
■ 계쟁 특허
● 등록권리자 : ㈜성진테크윈, 이세현
● 특허번호 : 한국 제993518호
● 특허 명칭 : SMD 형태의 박막형 방전 소자

5) 분쟁 내용

▶ 무효심판(2013당1520)
■ 청구인 : ㈜한국서지연구소(이하, 한국서지연구소)
■ 피청구인 : ㈜성진테크윈(이하, 성진테크윈)
■ 비교대상발명
● 비교대상발명 1: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0817485호(2008. 03. 31 공고)
에 게재된 방어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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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발명 2: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0001948호(2002. 01. 09
공개)에 게재된 전자 및 MEMS 소자의 표면실장형 칩 규모 패키징
에 관한 것
● 비교대상발명 3: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05-0121210호(2005. 12. 26
공개)에 게재된 방전관 및 서지 흡수소자에 관한 것

가. 쟁점 및 판단 – 침해 여부

■ 원심결(2013당1520)의 요지 : 이 사건 제 3 내지 5항 특허발명은 특허
법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3 내지 5항 특허발명은 당사자의 서면공방,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 3 내지 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3 내지 5항 특허발명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 전체적 구성 대비 : 비교대상발명 1은 전극과 세라믹관, 트리거전극
이 각각 독립된 부품으로서 구성되는 형태인데 반해,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동일한 세라믹 기판에 전극과 트리거전극이 하나의 구성
체로 결합된 형태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과
는 다른 구성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효과를 가지므로 차이가 있다.
● 효과의 대비 :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동일한 세리막 기판에 트
리거전극이 하나의 구성체로 결합된 형태로서,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할 것으로 볼 때, 비교대상발명 1과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과
는 서로 다른 구성 및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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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의 용이성 여부 :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 할지라도 이 사
건 제3항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위해 복수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해결과제를 미리 알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교대상발명 1,2로부터 공지된 구성들을 조합하더라도
도출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최종 판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최종 결론

이 사건 제 3 내지 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특허등록은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사점

본 분쟁은 동종업인 방전소자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서지연구소
와 성진테크윈 간에 특허분쟁으로, 한국서지연구소가 성진테크윈을 상대
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다툼이 시작되었다

문제가 된 특허는 SMD(표면실장조사) 형태의 박막형 방전소자에 관한
것으로, 세라믹 평판 상에 가공과정을 거쳐 전극을 패터닝 함으로써 전자
방출이 용이하도록 공차를 제거함에 따라 극간 갭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

31

2014.10

i-PAC Issue Report

하여 낮은 방전 개시 전압에서 동작이 가능한 방전소자의 구현이 가능하
다는 점에 주요 기술적 특징이 있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서지연구소가 제기한 무효심판(2013당1520)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비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인 과제에 차이가 있고, 동일한 세리믹 기판에 전극과 트리거전극이 하나
의 구성체로 결합한 형태인 점에서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서지연구
소는 특허심판원의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현재 한국등록특허 제993518호에 관한 무효여부에 대한 다툼은
특허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본 시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진보성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특
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
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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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및 소송 이슈
4-1. 특허괴물 와이랜, LG전자에 또다시 특허소송!
□ 캐나다의 특허괴물인 와이랜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
며, 분쟁을 벌이고 있음

□ 2010년 시청금지 채널 등의 특정 컨텐츠를 차단해주는 기술을 침해했다
며 LG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2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
함

▲ Flickr.com ⓒ LGEPR

□ 2010년 첫 소송에서 LG전자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으며, 와이랜 측이
LG전자에 많은 액수의 로열티를 요구했고, LG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
을 제기했지만,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림
□ 이 후 LG전자와 와이랜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분쟁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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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은 지 2년 만에 와이랜이
또다시 LG전자에 소송을 제기함

▲ wi-lan,com

□ 와이랜은 소송에서 LG전자의 TV 제품들 중 일부 모델들이 비디오관련
디스플레이 기술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특허들은 자사
와 계약한 특허가 아니고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주장에 LG전자 측은 문제 삼은 기술들이 이미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은 제품군에 해당된다고 반박함

▲ wi-lan.com

□ 와이랜은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것 뿐 아니라,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JAM에
특허사용권 계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며 중재 신청의 뜻을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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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측은 특허 사용권 계약 이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중재의 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LG전자는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결국 미국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
며 LG전자에도 중재명령을 내림. LG전자는 중재 명령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Flickr.com ⓒ HighTechDad

□ 와이랜은 애플, HTC, RI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인 바 있으며, 그만큼 모바일, 무선 인터넷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와이렌은 특허를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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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있으며, 그 로열티가 수입원이 되는 이른바 특허괴물이라 볼 수
있음
□ 지난 몇 년간 특허괴물과의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를 거두었던 만큼,
이번에도 LG전자가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4-2. 동부대우전자, ‘대우’ 상표침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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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대우전자가 ‘대우’ 라는 상표를 사용해 TV를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대우 LED TV를 생산한 대우디스플레이와 이를 판매한 홈
앤쇼핑, 통신업체 에넥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dongbudaewooelec.com

□ 홈쇼핑업체인 홈앤쇼핑 측에는 대우디스플레이의 해당 제품 판매,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과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동부대우전
자는 검토 후에 형사고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소송 뿐 아니라 지난 해 8월과 올해 4월에도 대우디스플레이 제품
에 ‘대우’ 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요청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함

▲ dw-diplay.pro

□ 대우디스플레이는 IMF 금융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 당시, 대우전자의 TV
사업부가 분사해 만들어졌으며, 대우전자로부터 분사된 회사이지만 ‘대우’
라는 상표는 동부대우전자가 등록하였고, 가전제품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독점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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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mark.com 인투마크 상표검색 <동부대우전자의 ‘대우’ 상표>

□ 동부대우전자는 11월 초, 5년 만에 TV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임.
지난 2009년 동부대우전자의 전신인 대우일렉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TV사업을

접어야만

했으나,

5년만에

TV

제품에

대한

재생산에

들어가면서, 이 전처럼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5년만에

TV를

출시하는

만큼

동부대우전자는

‘대우’ 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제품에 같은 ‘대우’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때문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을 통해 자사의 ‘대우’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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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budaewooelec.com

□ 동부대우전자 측은 ‘대우’ 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던
업체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동부대우전자가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삼성, LG 등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TV시장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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