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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동향

1-1. 의료용 수술 로봇의 특허동향분석
1) 분석배경

□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의료기술의 부가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의료산업 분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더욱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간의 융합으로 기술적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의료산업 중 의료로봇 분야는 각국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개발과 기술 분야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상황

□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환자에게는 단축된 수술시간, 적은 출혈,
전염 가능성 감소 등의 효과를 주고 의사에게는 피로감 감소, 수술 시 손
떨림 현상 최소화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많은 병원에서 의료용 로봇을 수술·치료·재활 등의 과정에
이미 도입하였거나 향후 도입할 예정이므로 의료용 로봇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수술 과정 일부에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것으로 수술 보조기구의 역
할만을 수행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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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신경 · 척추 · 정형외과 · 전립선
등의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술부위의 위치파악 · 절개 등에 사용되
는 의료기기를 통칭함

□ 의료용 수술 로봇의 후방사업으로는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로봇/광학
등이 있고, 전방산업은 수술기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이
존재함
-

한국 정부는 의료계 · 연구계 · 기업이 연결된 국책 과제 지원을 통해
신규 수술로봇 분야를 국가의 전략 투자 분야로 지원하여 관련 분야
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수술로봇의 전방산업인 일반 로봇산업 및 후방산업
인 IT 및 의료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수술 로봇의 전후방 산업
후방산업

첨단수술기기

전방산업

디스플레이

수술로봇

수술기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레이저/초음파/전기 수술기

의료 서비스,

로봇/광학

수술용 네비게이션

통신서비스 등

*출처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4~2016

□ 이번 보고서에서는 윈텔립스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공개, 등록된 의료용 수술 로봇 기술의 특허동향분석
을 실시함
-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주요 키워드를 선별하여 동의어·유사어를 활용
한 검색식을 작성해 데이터 모집단을 형성한 뒤, 노이즈 문헌을 제거
하여 최종 유효데이터를 추출

-

검색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연도별 출원인 수, 출원인
국적현황,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주요 출원인 및 공동출원인 현
황 등을 살펴보았음

3

2016.02

i-PAC Issue Report

2) 기술개요
□ 의료용 로봇은 인간의 생활에서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수술실에서 정밀
한 수술을 돕는 수술용 로봇, 재활용 로봇, 치료용 로봇 등으로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자리 잡고 있음
-

세계 수술 로봇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NTUITIVE
SURGICAL의 다빈치 수술 시스템과 같은 원격로봇 시스템은 환자의
수술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기존 시술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냄

□ 수술로봇시스템은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의사 대신 또는 의사의
제어에 따라 수술하는 로봇시스템 기술을 말함
수술 로봇 시스템의 동작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수술 전 환자의 영상 및 다양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환자에 적합한 수술계
획 수립
수술계획시스템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는 수술실 로봇으로 전송돼 수술부위
와 로봇 네 데이터 일치화
의사의 확인에 따라 의사의 지시대로 로봇을 이용해 수술 시행
수술 중 환부의 변화에 따른 정보는 실시간으로 로봇에 입력되고 재가공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
수술시 일련의 다양한 정보는 보관하고 수술 후 검증 작업을 통해 DB화
출처: 월간 로봇기술 Market Trend 2015

□ 수술로봇시스템은 수술을 가이드 하는 내비게이션 기술과 수술의 흐름을
통제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화 기술, 로봇-의료진 및 의
료진-의료진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협업기술 등이 융합해 시
스템이 작동됨

□ 수술 로봇은 최소 침습수술, 뇌수술, 척추 수술, 인공관절수술 등 고 정밀
도가 요구되는 특수시술영역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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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로봇시스템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 수술계획시스템, 원격 협업기술
등의 핵심 기술들로 분류됨
-

수술 계획 시스템은 수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가상그래픽 등을 통
해 수술 전에 단계 및 절차 확정을 위해 수술 방법을 시각화 하는 기
술을 말하고, 원격 협업 기술은 의사가 원격장소에서 증강현실 시스템
을 통해 실제 수술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시술하는 기술을 말함

수술로봇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들
마스터 장치

슬레이브 장치

의사의 손동작을 로봇에 전달하는 일련의 장치
(센싱·제어·전달·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 등)
마스터 장치에 의해 전달된 인간 손동작을 수술 로봇에 전달
하여 구동하는 일련의 장치
CT·MRI 등을 포함한 장치를 통해 환자·환부의 3차원 영상 정

네비게이션

보를 얻거나, 얻어진 3차원 영상을 통해 환부와 도구의 위치
를 추적하여 매칭

지능형 수술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능
기타 부가적 장비들과의
통합 및 수술기구 소형화

수술로봇을 위한 수술도구 및 수술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일련
의 기술들
로봇수술 장비에 첨단기술 및 소형진단장비의 확대 적용
출처: KISTI 2015 수술로봇

□ 수술로봇은 정형외과용, 신경외과용, 복강경용, 조종 로봇카테터 등으로
나누어지고, 재활 로봇은 생활보조, 의료보장구, 재활치료, 외골격 등으로
나누어지며 병원 및 약국 로봇은 원격 진료 로봇으로 분류됨

□ 수술로봇시스템 관련 국내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5.5%이며, 기술격차는 4년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로는 가상증강현실이 최고 선진국 대비 79.4%로 가장 높았
고, 인체 영상기기 기술의 기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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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치 로봇 및 로봇팔
출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 세계 로봇수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INTUITIVE SURGICAL의 수술로봇
(Da Vinci)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전립선 수술 위주로 사용
하던 다빈치 로봇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자궁 경부, 자궁
등 산부인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

□ 다빈치 로봇은 이미 미국 내 500 여대, 서 유럽에 150여대가 보급되었고,
구미에서는 비뇨기과 전체 전립선 암 수술건수의 50% 가량을 다빈치 로
봇으로 시술하고 있으며, 외과 위 절제술 등도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음
-

최근에는 산부인과 영역의 결혼 전 연령에서 발생한 자궁근종을 로봇
으로 수술하여 자궁근종 수술 후에도 자궁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임
신이 가능 하게 되었으며, 자궁 적출술 등의 시술 건수가 현저히 늘어
나 현재 산부인과가 가장 로봇수술이 많은 과로 급부상 하고 있음

□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환자의 몸에 수 개의 구멍을 뚫은 뒤 수술
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하고, 의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환부를 10~15배 크게 보면서 원격조정을 하여 수술할
때와 똑같은 손동작이 가능해짐
-

인간의 손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정밀한 수술 집도를 가능하게 하
여 의사의 컨디션과 관계 없이 일정한 수술 결과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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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로봇의 3 대 핵심기술 및 주요 로봇 수술 대상
수술대상
핵
심
기
술

전립선암, 자궁암, 자궁근종제거, 대장/직장암, 신장 적출술,
위암, 후두암, 코골이, 갑상선암, 폐암, 심장판막술, 담낭 제거

1

사람 손목처럼 자유자재로 꺾이는 로봇 손

2

외과의사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

3

수술부위를 10 배 확대해 주는 HD 화면
출처 : Intuitive Surgical

□ 의료로봇이 속하는 서비스로봇분야 최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기
술개발동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봇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CMU의

Robotics

Institute

산하에

QoLT(Quality-of-Life

Technology) ERC를 설립하여 이를 모태로 4개의 중점 연구분야를 선
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로
봇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실 풍경
출처 : Intuitive Surgical

□ 국내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분야 투자 전략’을 지난
2013년 11월에 발표하고, 차세대 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의료용 로봇 원
천기술 개발을 지원함
-

다양한 정부지원프로젝트를 통해 큐렉소, 현대중공업, 삼성서울병원의
협업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복강경 수술로봇 개발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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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동향

□ 시장조사기관 BCC Research에 따르면 2014년 의료로봇 시장 규모는 26.7
억 달러이며 이 중 75%를 수술로봇이 차지하였고, 2013년 20억달러이던
수술로봇 세계시장은 연평균 6.8%로 성장해 2018년 33억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
-

내시경적 외과수술(최소침습술) 70.1%, 뇌수술 10.6%, 정형외과 5.4%,
기타 13.9% 순서의 분야에서 의료 로봇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로봇시스템의 확장, 영상 플랫폼과의 결합, 캡슐 로봇시스템 등 기술의
진보를 비롯하여 노인 인구 증가, 신경 및 정형외과 장애 발생률 상승,
원격 진료 수요 증가 등도 수술로봇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음

수술로봇 세계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세계시장

2,009.7

2,535.4

2,707.8

2,891.9

3,088.6

3,298.6

6.8%

출처 : BCC Research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Assisted Surgery : The Global Market”, 2014

□ 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의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력 향상에 힘입어 첨단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수술로봇 시장이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수술로봇 시장은 2013년 0.1억달러에서 연평균 35.1%로 성장
해 2018년 0.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수술로봇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아시아/태평양

149.2

180.8

223.9

282.4

364.8

479.5

26.3

한국

10.9

13.4

17.9

24.4

32.9

49.1

35.1

출처 : Frost&Sulivan “Image-guided Surgery and Robot-assisted Surgery Market in Asia-Pacifi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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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로봇 시장은 Intuitive Surgical을 중심으로 소수의 기업에 의해 독점
되고 있는 상황으로, 끊임없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분야임
-

Intuitive Surgical은 시장 진입 초기 경쟁 기업인 Computer Motion사
를 인수하였고, 2014년에는 Luna Innovation과의 인수계약을 통해 사
업 영역을 확대함

-

Intuitive Surgical이 보유한 핵심기술 관련 원천특허의 만료 시점이 다
가오면서 국제적으로 해당 기업을 추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국내 업체 중에는 ㈜큐렉소가 ROBODOC을 앞세워 아산병원/현대중공업
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국산화를 추진중임
-

㈜큐렉소의 관절 수술 로봇 ROBODOC은 미국 ISS사가 1992년 개발
에 성공했지만 시대를 앞서 나간 탓에 빛이 바랬음

-

연골 손상이 심하면 인공 치환물로 대체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ROBODOC은 치환물을 넣을 뼈 부분을 정교하게 깎는 장치로, 최소절
개와 최소출혈, 손 떨림이 없는 정교한 수술, 수술시간 단축에 따른
의사 피로도 감소 등에 효과적임

주요 수술로봇 제조사
업체명

제품

수술 용도

Accuray

Cyberknife

방사성 종양수술

Brainlab

Vectorvision

뇌, 척추 및 다용도

Curexo

Robodoc

관절수술

Intuitive Surgical

Da Vinci

최소침습술 및 다용도

Mako Surgical

Rio

관절수술

Mazor Robotics

Renaissance

척추수술

Meditronics

Stealthsation, Fusion ENT navigation

심장수술

Stryker

Navigation systemⅡ, eNlite Navigation system

뇌, 척추 및 다용도

출처 : KISTI 2015 이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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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사례

□ 최근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 출원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허출원이 된 기술분야로는 의료용 수술 로봇의 원격 조종 및 인터페이
스 기술, 로봇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기술, 로봇을 이용한 Micro
surgery system 기술 등이 있음
□ 의료용 수술 로봇과 관련된 특허소송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INTUITIVE SURGICAL, INC. 가 있음
□ INTUITIVE SURGICAL, INC.가 소송을 건 기업으로는 VITAL CARE REPS,
INC.와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있음
□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은 의료용 수술 로봇의 원격 제어 및 데이터
처리기술, 의료용 수술로봇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기술 등이 있음

1. INTUITIVE SURGICAL, INC. V. VITAL CARE REPS, INC. ET AL
소송번호

5:06-CV-06971

원고명

INTUITIVE SURGICAL OPERATIONS

소송제기일

2006-11-08

피고명

VITAL CARE REPS,HENRY JOHNSON

소송원인

35: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U.S. Pat. No. 6346072
- Multi-component telepresence system and method

관련특허정보

U.S. Pat. No. 6132368
- Multi-component telepresence system and method
U.S. Pat. No. 7048745
- Surgical robotic tools, data architectu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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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UITIVE SURGICAL, INC. V.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송번호

4:07-CV-00063

원고명

INTUITIVE SURGICAL OPERATIONS

소송제기일

2007-01-04

피고명

CALIFORNIA INSTITUTE OF TECH

소송원인

35:183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U.S. Pat. No. 5710870
- Decoupled six degree-of-freedom robot manipulator
U.S. Pat. No. 5710870
- Decoupled six degree-of-freedom teleoperated robot system

관련특허정보

U.S. Pat. No. 5710870
- Tool actuation and force feedback on robot-assisted microsurgery
system
U.S. Pat. No. 5710870
- Package with base plate
출처 : IPCAST

□ 의료용 수술로봇 기술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기술의 특허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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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용 수술 로봇의 특허분석 결과

[의료용 수술 로봇 기술의 연도/나라별 특허동향]

□ 198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의료용 수술 로봇 기술 관련 특허는 총 1,377
건으로, 최근 출원 증가 추세를 보이며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중인 것
으로 파악됨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을 고려한다면 2014년도 이후에는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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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80년대 중반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소폭
의 증감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출원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최근에 해당 기술 관련 출원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도 개
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의 출원은 전체 출원 1,377
건 중 658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9%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유럽 출원의 경우 총 212건으로 전체 출원의 16%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감 폭이 크나 전반적으로 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00년대 초반까지 관련 특허가 거의 출원되지 않았으나
‘06년 급격한 증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출원인 국적현황]

□ 총 1,377건 특허의 출원인 국적을 살펴본 결과 미국 출원인의 특허가
750건으로 5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한국, 독일, 일본, 벨
기에, 프랑스 순으로 출원건수가 높게 나타남으로 분석
- 이 외에도 기타 6%가 존재하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캐나다, 중국, 대
만, 호주 외 15개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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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국가별로 특허 출원분포를 살펴보면, 미국특허가 658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특허는 내국인의 출원이 72%로 외국인 출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외국 출원에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출원국이 포함되어 있음
□ 내국인 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며, 내국인이 303건 중
225건을 출원하여 74%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50건을 출원하여 16.5%을 차지함
□ 뒤를 이어 미국의 경우 전체 출원인 중 내국인 비율이 72%, 유럽과
일본은 각각 30%, 22%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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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또한 연도별 내외국인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은 70%이상이
내국인의 출원으로 자립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 30%, 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해외 의존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미국 국적 출원인에 의한 의존도가 높음
□ 한국특허의 경우는 내국인의 출원은 ‘12년 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출원은 ‘13년 25건이 가장 많은 출원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특허는 ‘00년대 초반 특허를 출원한 시점부터 ‘10년에 내국인 출원의
급격한 감소 이후 내외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 모두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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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로 본 의료용 수술 로봇 분야의 위치]
1. 분석 구간 : ‘84~’90, ‘91~’97, ‘98~’03, ‘04~09, ‘10~’16 (출원년도)
2. X축 : 출원인수, Y축 : 출원건수

□ 의료용 수술 로봇분야의 기술 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출원 초기부터 꾸준히 성장하다가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전체 동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의료용 수술 로봇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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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1구간 및 2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3구간(‘98년도)부터
비로소 출원이 시작되는데, 이후 5구간에 이르기까지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3구간과 4구간 사이 및 4구간과 5구간 사이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더불어 의료용 수술 로봇 분야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럽의

경우

1구간과

2구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4구간에

진입

하면서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한국과 미국에 비해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진 않으나 5구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각 나라들의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4년 이후 미공개 된 특허를 고려한다면 의료용 수술 로봇 기술은
앞으로 성장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출원인 현황]

□ 주요 상위 출원인은 INTUITIVE SURGICAL, 미래컴퍼니, 삼성전자, KUKA
LABORATORIES, ETHICON ENDO-SURGERY 등의 의료용 로봇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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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수술 로봇 기술 관련특허 최다 보유사인 미국의 INTUITIVE
SURGICAL이 400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한국의 미래컴퍼니가 82건을 출원하여 차상위 출원인으로 도출됨
-

미국의 INTUITIVE SURGICAL은 의료용 수술로봇 관련 시장을 거의 독
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출원을 시작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SURGICAL을

미래컴퍼니
이어

상위

82건,

삼성전자

출원인으로

81건으로

도출되었고,

최근

INTUITIVE
주요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큐렉소의 경우 상위 출원인으로 도출되진 않았으나 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과용 기기, 수술 또는 진단을 위한
보조구(A61B),

산업

로봇

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제어에

의해

공간상에서의 신체의 움직임 변화가 가능하고 손잡이 등을 갖는 기계,
장치를 조작 가능한 것(B25J),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
분야의 출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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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별 출원현황]
IPC

기술분야

출원건수

출원비중

A61B

외과용 기기, 수술 또는 진단을 위한 보조구

1059

79%

96

7%

46

3%

24

2%

16

1%

9

0.7%

산업 로봇 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제어에 의해
B25J

공간상에서의 신체의 움직임 변화가 가능하고 손잡이
등을 갖는 기계, 장치를 조작 가능한 것

G06F
G05B
A61M
A61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제어계 또는 조정계 일반, 이와 같은 계의 기능요소,
이와 같은 계 또는 요소의 감시 또는 시험장치
의료용의 흡인, 수송 또는 분무용구
혈관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보철,인체의 관상 구조를
개존 시키는 또는 붕괴를 방지하는 장치

□ 특히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G06Q) 분야의 출원건수가 총
1,377건 중 1,059건을 차지하여 79%의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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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수술로봇시스템이란 수술을 가이드 하는 내비게이션 기술과 수술의 흐름
을 통제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화 기술, 로봇-의료진 및
의료진-의료진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협업기술 등이 융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INTUITIVE SURGICAL의 다빈치라는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이 보급되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빈치를 수술 과정에
도입한 병원이 상당수 존재
-

세계적으로 의료용 수술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면서 수
많은 기업이 INTUITIVE SURGICAL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중인 추세

□ 198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특허는 총 1,377건으
로, 꾸준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상위 출원인은 INTUITIVE SURGICAL, 미래컴퍼니, 삼성전자, KUKA
LABORATORIES 등의 의료용 로봇 제조 기업으로,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출원인들이 분포되어 있음

□ 의료용 수술 로봇과 관련된 특허소송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INTUITIVE SURGICAL, INC. 가 있음
□ INTUITIVE SURGICAL, INC.가 소송을 건 기업으로는 VITAL CARE REPS,
INC.와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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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과용 기기, 수술 또는 진단을 위한
보조구(A61B)에 해당하는 출원이 1059건으로 전체 출원의 79%에 이르며,
뒤를 이어 산업 로봇 등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제어에 의해 공간상에서의
신체의 움직임 변화가 가능하고 손잡이 등을 갖는 기계, 장치를 조작
가능한 것(B25J)에 해당하는 출원은 총 96건으로 7%를 차지함

□ 의료용 수술 로봇 시장은 세계의 고령화와 의료산업 분야의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그 부가가치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기술간 융
합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임

□ 최근까지는 한 회사의 특정 제품에 의해 시장이 독점되었으나, 최근 다양
한 기업의 연구개발 추세로 보아 조만간 이러한 독점 체제가 무너질 것
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은 더욱 개선된 품질의 의료용 수술 로봇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기술 동향의 변화와 시장 점유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의료용 수
술 로봇 시장의 판도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비례하여 해
당 기술의 부가가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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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현황 분석

2016년 02월 특허 분쟁 동향 분석

미국의 특허분쟁 건수는 한국보다 약 1.6 배 많으며,
지난 2015 년 12 월(5 배)과 한국과 미국의 분쟁건수
차이는 급감하였고, 미국은 전체 분쟁건수 대비 53%가량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300
전체
전자정보통신
250

총 243건
200

150

분쟁건수
1.6배

100

총 150건

130
50

0

13
한국

미국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건수 비교]

□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
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150건이고 미국이 총 243건으로, 미국분쟁
건수가 한국의 약 1.6배에 해당함 (단, 한국은 소송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되며, 미국은 소송 제기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됨을 감안하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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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분쟁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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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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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판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
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150건이 발생함

□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필수품 분야가 67건(45%)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화학;야금 26건(17%), 처
리조작 21건(14%), 고정구조물 15건(10%), 전자정보통신 13건(9%), 기계
공학 5건(3%), 섬유 분야 3건(2%)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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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쟁유형별 동향]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분쟁인 당사자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인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이

36건,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에

의해

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
(적극적)심판이 15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위의 정정을
요청하는 정정심판이 13건, 존속시간연장무효심판이 5건 발생함
□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무효심판이 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 심
판유형의 건 수에 비교한 전자정보통신 비율을 따져보면 정정심판은 13
건중 1건,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은 각각 36건 중 2건, 권리범위확인
(적극적)심판은 총 15건 중 2건, 정정무효심판은 총 0건중 0건, 존속기간
연장무효 5건중 0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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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해외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한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해외 기업은 전체 150건 중 45건이며,
NPE에 관련된 분쟁은 2월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13 (계쟁 특허)

분쟁건수

(주)고려아이텍

1

노안을 위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및 형성방법

1

(주)상일씨앤씨

1

표찰케이스용 줄 인출장치

1

(주)쇼데코

1

통신망을 이용한 이사 주문 방법 및 시스템

1

(주)아이엠피에스엘

1

셀카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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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티엔티

1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

1

(주)한국스마트카드

1

신용카드 선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

1

(주)한국엔에프씨

1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셀프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1

가부시키가이샤 소쿠도

1

현상장치 및 현상방법

1

서진용

1

호각 수납케이스

1

신양순

1

셀카봉

1

양재선

1

표찰케이스용 줄 인출장치

1

이석구/ 이종구

1

산, 염기 및 독성가스 누출 감지를 위한 화합물의 제조방법 및 그 용도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

당한

피고는

㈜고려아이텍,

㈜상일씨앤씨, ㈜쇼데코 포함 13개의 피고들은 각각 1건의 소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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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통신] 원고 TOP13 (계쟁 특허)

분쟁건수

(주)디자인 단건

1

통신망을 이용한 이사 주문 방법 및 시스템

1

(주)상일씨앤씨

1

표찰케이스용 줄 인출장치

1

(주)씨티에이

1

산, 염기 및 독성가스 누출 감지를 위한 화합물의 제조방법 및 그 용도

1

(주)아리테크

1

표찰케이스용 줄 인출장치

1

(주)아이엠피에스엘

1

셀카봉

1

(주)에이블리

1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

1

(주)이비카드

1

신용카드 선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

1

(주)코스터

1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셀프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1

가부시끼가이샤 유니버설 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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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을 위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및 형성방법

1

박정호

1

현상장치 및 현상방법

1

신양순

1

셀카봉

1

엘지이노텍㈜

1

터치윈도우

1

정진택

1

호각 수납케이스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는 ㈜디자인단건, ㈜상일씨앤씨, ㈜씨티에이를
포함 13개의 원고들은 각각 1건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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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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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제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43건 발생함

□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30건(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필수품이 38건(16%),
처리 조작과 기타가 각각26건(11%), 기계공학 12건(5%), 화학;야금과
고정구조물이 각각 5건(2%), 섬유 1건(0%)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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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은 전체 243건중 2건이며, 2건
중 SAMSUNG 2건이 제소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는 2건 중
2건이 정보 통신 분야임

□ 미국 특허분쟁 중에서 NPE에 의한 제소된 건은 총 243건중 2건으로,
NPE에 관련된 분쟁은 2월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2 (계쟁 특허)

분쟁건수

SOLOCRON EDUCATION

17

Verification system for non-traditional learning operations

17

GLOBAL EQUITY MANAGEMENT

10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system independent storage management

10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원고 및 계쟁 특허]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전자 정보 통신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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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CRON EDUCATION가 “Verification system for non-traditional learning
operations” 기술에 관련하여 17건, GLOBAL EQUITY MANAGEMENT는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system independent storage management” 기술에
관련하여 10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8 (계쟁 특허)

분쟁건수

LANGSTON

2

System and method for automatically providing vehicle status information

1

ZTE

2

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ontrol information through PDCCH

1

Electronic camera system with programmable transmission capability

1

EBAY

2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system independent storage management

1

Method, apparatus and business system for online communications with
online and offline recipients

1

APPLE

2

Wireless prepaid telephone system with dispensable instruments

1

Removable memory storage device having a display

1

KYOCERA COMMUNICATION SYSTEMS,KYOCERA

2

System and method for sending multimedia attachments to text messages in
radio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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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ontrol information through PDCCH

1

BLACKBERRY

2

System and method for sending multimedia attachments to text messages in
radiocommunication systems

1

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ontrol information through PDCCH

1

BLU PRODUCTS

2

Mobile terminal

1

Electronic camera system with programmable transmission capability

1

POLARIS INDUTRIES

2

Power distribution module for personal recreational vehicle

1

INTERNET ORGANIZER FOR ACCESSING GEOGRAPHICALLY AND TOPICALLY
BASED INFORMATION

1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고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소당한 피고를 알아보면, LANGSTON, ZTE, EBAY,
APPLE을 포함하는 8개의 피고들은 각각2건씩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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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사례분석

3.1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v. Apple, Inc

1) 분쟁배경

WARF은 Wisconsin-Madison University와 Morgride Institute for Research
를 도와주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술거래 기관으로서 스마트폰 및 테블릿
컴퓨터 제조사 및 판매자인 Apple을 상대로 “컴퓨터에서 동시에 작동하
고 있는 복수개의 프로세서의 효율성과 작동을 괄목하게 향상키는 기술”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기에 WARF와 APPLE 간의 특허분쟁에
대해 살펴봄

2) 분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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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경과
■ 2014. 01. 31.: 특허 침해소송 – WARF는 APPLE이 WARF가 보유한 US
5,781,752 특허(컴퓨터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복수개의 프로세서
의 효율성과 작동을 괄목하게 향상키는 기술, 이하, ‘752 특허)를 침해
하였다고 Western Wisconsin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 2015. 10. 15.: Western Wisconsin 지방법원 판결 - Wisconsin 지방법
원은 WARF ’752 특허를 APPLE이 침해했다고 판결하였고 Apple의
'752특허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

4) 사실관계
■ 당사자
● 원고 :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 피고 : APPLE, Inc
■ 진행법원 :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 기소 특허
● 등록권리자: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 특허번호: US 5,781,752
● 특 허 명 칭 : Table Based Data Speculation Circuit for Parallel
Processing Computer

5) 분쟁 내용

▶ Western Wisconsin 지방법원
■ 원고 :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 피고 : APP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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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
 WARF는 Apple을 상대로 Western Wisconsin 지방법원에 ’752 특허
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함. Apple은 소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752특허의 비침해와 무효를 주장. '752특허의 청구항 1-3, 5, 6, 9 는
Steely 특허에 의해 예상되지는 기술로서 "무효"를 주장함

지방법원은 Apple의 무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Apple이 WARF
의 '752특허 침해로 판결을 했으나 고의침해로는 판결하지 않았음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
■ BACKGROUND :
 Apple은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에 '752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요
청하고, Hesson 특허와 Steely 특허에 의해 의해 무효를 다투었는데
2015년 4월 15일 에, Apple은 PTAB으로부터 자명성 주장의 인정을
못 받아 무효주장이 부인되었음

가. 쟁점 및 판단
■ ‘752 특허의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청구항 단어 해석에서 WARF와 Apple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주장된
"prediction" 을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쟁점 이었으나 WARF의 해석
인 "Pediction"("variable that indicates the likelihood that the
data...mis-speculation") 그리고 A "prediction" must be capable of
receiving ongoing updates로 판결됨
 즉, "prediction"은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업데이트를 수신한다는 해
석이 인정되어 WARF의 침해 주장과 특허의 유효성 판결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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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유리한 작용을 하였음

■ ‘752 특허의 유효성:
 쟁점 청구 항 단어인 "prediction" 해석이 "variable that indicates
the likelihood that the data...mis-speculation"

A "prediction" must

be capable of receiving ongoing updates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선
행문헌 Steely특허가 시간 동안 변화하는 "prediction"과 같은 의미
를 게시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슈였고 선행문헌 Steely 특허에는
'752특허의 한정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Apple의 무효주장이 인정이 안 되었음

■ 고의 침해 여부:
· WARF는 고의침해 인정을 받기 위해 WARF는 유효한 특허에 대한
침해를 Apple이 실행하고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제시
하여야 하는데 WARF를 증거제시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고의침해의
인정을 못 받았음

나. 최종 판결
Western Wisconsin 지방법원은 WARF의 ‘752 특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Apple이 '752 특허에 대해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752특허 유효성이 인정
되었으며 침해의 고의성은 인정이 안 되었음

▶ 최종 결론
Apple이 WARF의 ’752 특허에 대해 침해의 판결과 유효성이 인정됨. 그
이유는 쟁점인 청구항 단어해석에서 WARF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그로
인해 Apple이 침해했다고 판결되고 Apple이 무효를 주장하였던 Steely특
허는 '752특허의 내용과 다르다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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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본 사건은 원고인 특허권자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관이고 피고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처럼 판결까지
간다면 피고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소송 비용을 증가시켜 소송의 부담감을 가중 시켜 원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임. 향후
유사한 형태의 소송을 대비하여 피고측 에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소송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Wisconsin 대학은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판결, 약 2천5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고 Apple 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하여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속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학교재정을 높여 학생들의 복지에도 도움을 주어 대학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좋은 예를 보여 준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의 특허활동을 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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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및 소송 이슈
4-1. 삼성-애플 상고심과 미국 특허법 289조의 관계

□ 블룸버그통신(http://www.bna.com/high-tech-supports-n57982066396/)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미국 특허법 289
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함

□ 삼성은 2015년 12월 미국 대법원에 1차 특허 소송 상고허가 신청을 접
수하면서 디자인 특허 침해 보상 범위를 규정한 ‘미국 특허법 289조’의
한계를 집중 거론함. 이와 함께 지난 1월 15일에는 제 3자인 법정 조언
자 (Amici Curiae)들의 의견서 제출이 있었음

▲ 윕스온 특허 검색 < 애플의 미국 등록 디자인 특허 D5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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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언자 (Amici Curiae)”란?

□ 포스페이턴츠(http://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에 우호적인 법
정 조언자 (Amici Curiae)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하기의 총 6개 협력 단체
들이라고 함

□ 주요 하이테크 IT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델 등) / CCIA (컴퓨터&커뮤니
케이션 산업 연합) / 기기 제조업체 (시스템즈 사) / 주요 탄체들 (흑인상
공회의소, 히스패닉 리더십 기금, 농부 등)/

EEF (전자프론티어 재단, 공

공지식) / IP 법학 교수들 37명

□ 법정 조언자란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3자로 (3rd party), 해당 사건
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이들은 자발적
으로 소견서 (brief)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법정 조언자들 문제 제기

□ 6개 법정 조언자 의견서가 공통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130년 전에
쓰여진 미국 특허법 289조로, 디자인 특허 침해 때 배상금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임.

미국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윤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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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법 289조

□ 6개협력 단체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침해하면 디자인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는 289조의
해석을 문제 삼았음.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IT 기기가 디자인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이해관계자들은 289조의 해석대로라면 디자인 특허
보유자들에게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를 담고 있음

끝나지 않은 분쟁

□ 사실상 끝나지 않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임. 이해관계자들은 이 소송을 통
한 특허권의 인정 정도와 침해 배상금의 기준 적용 정도 등에 지대한 관
심을 보이고 있어, 소송의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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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삼성전자, 특허분쟁 종결을 위해 특허료 지불
삼성전자, 특허분쟁 종결을 위해 특허료 지불
□ 삼성전자가 노키아와의 2년간의 특허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약 7억유로
(한화 9000억원)의 특허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음

□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의 분쟁 종결 권고 이후,
수일 내로 분쟁을 종결할 것이라고 전함. 이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휴대폰사업 영업이익의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lickr.comⓒKārlis Dambrāns

더 이상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는 노키아, 특허는?

□ 한때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부문 세계 1위 기업이었음. 지금도 역대 가장
많이 판매된 휴대폰이 노키아 폰일 정도로 잘나갔던 노키아지만, 스마트
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해 쇠퇴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휴대폰 사업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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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한 상태임

□ 하지만 사업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싱을 비롯해 각종 특허 분쟁을 진
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노키아가 특허 괴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
오고 있음

▲ Flickr.comⓒAre Sjoberg

삼성이 노키아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

□ 지난 2013년, 삼성은 노키아와의 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5년간 매년 1
억 유로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이번 분쟁에 의해 연간 특허료는 크게 증가한 3억 유로가 될 것
으로 예상되며,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 지난 2년간의 특허료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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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되어, 삼성은 노키아에 총 7억 유로(한화 9000억원)를 지급해야
함.

▲ Samsung.com

특허료 때문에 울상 짓는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특허료로 사용하고 있음. 휴대폰과 관
련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함

□ 게다가 중국 기업의 추격과 함께 휴대폰 시장이 포화되어, 올해 시장 상
황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노키아에 추가적으로 지급
할 특허료는 삼성의 입장에서 곤욕스러울 듯함.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전자가 올해 휴대폰 시장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
해짐

44

2016.02

i-PAC Issue Report

i-PAC Issue Report
2016.2

작성자
KEA

45

| WIPS

20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