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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분쟁현황 분석
< 2016년 09월 특허 분쟁 동향 분석 >
□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
생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78건이고 미국이 총 302건으로, 미국
분쟁 건수가 한국의 약 3.6배에 해당함

□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한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
펴보면, 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78건 발생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21건(27%)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필수품 20건(26%) 그 뒤를 이어
처리조작 13건(17%), 고정 구조물 8건(10%)과 화학;야금 8건(10%), 기
계공학 7건(9%), 섬유 1건(1%)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 일자를 기준으로 총 302건 발생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210건(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처리조작이

그

33건(11%),

뒤를

기타가

이어

생활필수품이

29건(10%),

화학;야금이

50건(17%),
14건(55),

기계공학이 9건(3%), 고정구조물 6건(2%), 섬유 1건(05) 순으로 나타남

분쟁사례 분석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vs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 >
□ 본 분쟁은 O2O 커머스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 업체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와 모바일 메시징의 및
진행하고

있는

바이버

미디어(Viber

Media)

VoIP 분야 사업을
간의

분쟁으로,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제062771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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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의 무효심판 청구로 분쟁이 발생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및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이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심결함

분쟁 및 소송 이슈
< 카카오, 인스타 페이와의 특허 분쟁 승소! >
□ 인스타페이 측은 지난 7월 카카오 페이 청구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
며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인스타페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
청을 기각함.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와 인스타 페이의 서비스
는 서로 다른 특허이며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
준 것임

< 삼성과 애플의 소송 배경 >
□ 애플은 2012년 삼성이 둥근 모서리와 화면 테두리 등 세 가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과 2심 모두 삼성이 패소
함에 따라 애플은 배상 금액으로 39,900만 달러(4,485억 원)를 요구함

□ 삼성은 배상금이 터무니 없이 많다라는 주장과 함께 배상금 산정 방식
에 대한 분제를 제기하며 상고했고, 이에 따른 구두 심리가 열렸음

□ 미국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된 구
두 심리를 토대로 내년 초 판결이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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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현황 분석-2016 년 9 월

2016년 09월 특허 분쟁 동향 분석

미국의 특허 분쟁 건수는 한국보다 약 3.6 배 많으며,
지난 2016 년 8 월(3.6 배)과 비슷하게 한국과 미국의 분쟁 건수가 일어남.
미국은 전체 분쟁 건수 대비 57%가량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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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건수 비교]

□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
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78건이고 미국이 총 302건으로, 미국 분쟁
건수가 한국의 약 3.6배에 해당함 (단, 한국은 소송 판결 일자를 기준으
로 공개되며, 미국은 소송 제기 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됨을 감안하면, 실
제로 미국 분쟁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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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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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판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한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
보면, 판결 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78건이 발생함

□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21건(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필수품 20건(26%) 그
뒤를 이어 처리조작 13건(17%), 고정 구조물 8건(10%)과 화학;야금 8건
(10%), 기계공학 7건(9%), 섬유 1건(1%)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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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쟁 유형별 동향]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분쟁인 당사자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침해되었는지

확인

대상

여부를

발명에

가리는

의해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

특허

권리범위가

(적극적)심판과

청구인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이 각각 15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위의 정정을 요청하는 정정심판이 6건, 거절결정 불복심판 2건, 존속시간
연장무효심판이 1건 순으로 발생함
□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무효 심판이 1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
심판유형의 건 수에 비교한 전자정보통신 비율을 따져보면, 정정심판은
각각 6건 중 4건,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은 총 15건 중 3건, 권리범위
확인(적극적)심판은 총 15건 중 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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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71%

일반기업
/ 개인
100%

해외기업
29%

TOP50
NPEs, 0%

[한국 내 해외 기업 분쟁 건수 및 NPE 분쟁건수]

□ 한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해외 기업은 전체 78건 중 23건이며,
NPE에 관련된 분쟁은 9월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2 (계쟁 특허)

분쟁건수

우시오덴키 가부시키가이샤

4

엑시머 램프

2

유전체 배리어 방전램프

2

비어있음

4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1

플라즈마 처리 장치

1

반도체 패키지 건조시스템

1

발광 소자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청구인 및 계쟁 특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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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엑시머 램프", "유전체 배리어 방전 램프" 관련
소를 제기 당한 상위 피고인인 “우시오덴키 가부시키가이샤”와 개인
발명자는 각각 1건씩 총 4건의 소를 당하였음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1 (계쟁 특허)

분쟁건수

(주)원익큐엔씨

4

엑시머 램프

2

유전체 배리어 방전램프

2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한 상위 원고인인 (주)원익큐엔씨는 "엑시머 램프",
"유전체 배리어 방전 램프" 관련 각각 2건씩 총 4건의 소를 제기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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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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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9월 3일

9월 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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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 일자를 기준으로 총 302건 발생함

□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210건(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필수품이 50건(17%),
처리조작이

33건(11%),

기타가

29건(10%),

화학;야금이

14건(55),

기계공학이 9건(3%), 고정구조물 6건(2%), 섬유 1건(0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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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
업/

해외기업

개인

98%

97.9%

TOP50
NPEs
0.3%

우리기업
2%

[미국 내 우리 기업 분쟁 건수 및 NPE 분쟁건수]

□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우리기업은 전체 302건 중 5건이며, 5건
중 SAMSUNG 1건, LG 2건, ㈜만도 1건 등이 제소되었으며, 소송과 관련
된 기술 분야로는 정보 통신 분야 3건, 처리 조작과 생활필수품이 각각
1건임

□ 미국 특허 분쟁 중에서 NPE에 의한 제소된 건은 총 302건중 1건으로,
NPE에 관련된 분쟁이 9월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2 (계쟁 특허)

분쟁건수

MARKING OBJECT VIRTUALIZATION INTELLIGENCE

10

System and method for authenticating peer components

6

System and method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dynamically
connectable executable images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ve block processing

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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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F MOUNTAIN

9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open-control remote device
control

9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원고 및 계쟁 특허]

□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전자 정보 통신 분야는 MARKING
OBJECT

VIRTUALIZATION

INTELLIGENCE가

“System

and

method

for

authenticating peer components” 6건 ”System and method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dynamically connectable executable images” 3건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ve block processing” 1건 총 10건, REEF MOUNTAIN는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open-control remote device control”
기술 관련하여 9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2 (계쟁 특허)

분쟁건수

BEST BUY ENTERPRISE SERVICES

3

Method for generating a presentation for re-locating an information
page that has already been called
Personalized digital media access system—PDMAS part II
Method for strongly authenticating another process in a different
address space

1
1
1

ACCELERATION BAY

3

Distributed game environment

3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고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소당한 피고를 알아보면, “BEST BUY ENTERPRISE
SERVICES”는 "Method for generating a presentation for re-locat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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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age that has already been called" “Personalized digital media
access system—PDMAS part II” “Method for strongly authenticating another
process in a different address space” 기술 관련하여 각각 1건 총 3건,
“ACCELERATION BAY”는 " Distributed game environment " 기술 관련하여 3건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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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사례분석

1)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vs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

1.1 분쟁배경

본 분쟁은 O2O 커머스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 업체인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와 모바일 메시징의 및 VoIP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 바이버 미디어(Viber Media) 간의 분쟁으로,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제0627718호의 특허청구범위 중 정정 전
제1항 내지 제11항 또는 정정 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대
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가
심결을 구하는 무효심판 청구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함

1.2 분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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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가 보유한 특허 제0627718호에 대하여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는 무효 심판 (2014당1071))을 제기하였으며, 확인
발명대상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 번호에 하이퍼링크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로서 모바일 메시징 사업을 진행하
고 있는 에스케이플래닛과 바이버 미디어 간의 발생된 분쟁사례임

1.3 분쟁 경과
□ 2014. 05. 08. : 무효심판 – 2014당1071 –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
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0627718호에 대해서
청구범위 정정 전 제1항 내지 제11항 또는 정정 후 제2항, 제3항 및 제7
항 내지 제11항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 2014. 08. 18. : 정정청구 – 2014당1071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는 제
0627718호에 대해서 청구범위에 대해서 정정청구를 신청함

□ 2015. 01. 23. : 무효심판 심결 – 2014당1071 – 특허심판원은 바이버 미디
어 인코퍼레이티드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심결함
-

에스케이플래닛의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로서, 특
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뤄졌으며,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적법함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0627718호의 청구범
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
29조 제2항에 의해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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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실관계

□ 당사자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vs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
□ 진행법원 : 특허심판원
□ 소제기발명대상
● 등록권리자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 특허 번호 : 한국 제 0627718호
● 특허 명칭 :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 번호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

1.5 분쟁 내용

▶ 무효 심판 (2014당1071)
□ 청구인 : 바이버 미디어 인코퍼레이티드 (이하, 바이버 미디어)
□ 피청구인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이하, 에스케이플래닛)
□ 확인대상발명
▶ 가. 쟁점 및 판단
-

청구인인 바이버 미디어는 2014. 05. 08에 피청구인인 에스케이플래닛
을 상대로, 한국 제0627718호의 특허청구범위 중 정정 전 제1항 내지
제11항 또는 정정 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심판 청구임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1071호로 심리한 다음, 2015.
01. 23.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심결함

▶ 피청구인의 정정청구 적법 판단 여부
 피청구인의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사항 1 내지 3은 다음과 같음
-

정정사항1은 “상기 문자 메세지에”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상기 선택
된 전화 번호의 문자 메시지 하단에”로 정정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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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님
-

정정사항2는 ‘상기 선택한 전화 번호의 문자 메시지 하단에 전화 걸
기 메뉴와 주소록 저장 메뉴를 생성, 링크하여’라는 기재사항을 삽입
하는 것으로, 정정 전의 동일한 구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그 연장선상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정사항3은 제3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특허발명에서 인용하고
있던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항정리 차원에서 잘못된 기재
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함

 정정사항의 적법 여부 판단 결과, 정정사항 1 내지 3은 모두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는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정
정청구는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함

▶ 정정 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정정 후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은 이동통신 단말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화 되걸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
가 동일하고, 수신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인식하여 편리하
게 저장 또는 전화 되걸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함

-

정정 후 청구범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1, 2 및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정정 후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 결과, 청구범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
해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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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론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허발명
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와 같은 정정에 의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것임

아울러,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및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이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고 심결함

1.6 시사점

본 분쟁은 O2O 커머스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 업체인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와 모바일 메시징의 및 VoIP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 바이버 미디어(Viber Media) 간의 분쟁으로,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의 한국 제0627718호 특허범위 중 정정 전 제1항 내지 제11항 또는 정
정 후 제2항, 제3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구
하는 심판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정정청구의 적합 여부 및 정정 전후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이 사건 심판 쟁점사항임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실
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
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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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
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본 심판번호 2014당1071 사건은 청구인의 심판청구(2014. 05. 08) 이후
피청구인의 정정청구(2014. 08. 18)를 진행한 사례로서, 정정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으나,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는 비교발명대상들과의 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화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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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및 소송 이슈
1) 카카오, 인스타 페이와의 특허 분쟁 승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청구서’
□ 카카오는 2014년 9월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쇼핑몰 등에서 물
건을 구매할 때 비밀 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카카
오 페이’를 시작함

□ 기존 복잡한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 페이는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음. 특히 올해 2월 카카오
페이 서비스는 한층 더 나아가 청구서 고지 및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
게 되어 카카오 알림을 통해 공과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Kakao.com/kakao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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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페이의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 인스타페이는 QR코드와 고객 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임

□ 인스타 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모바일 앱에서 AR코드를 이용해 바로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모바일 지로 및 고지 납부에 관련한 것임

□ 인스타페이 측은 지난 7월 카카오 페이 청구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Kakao.com/kakaopay

인스타페이 측의 주장
□ 인스타페이 측은 자사의 특허 기술을 통해 지난 2013년 한국 전력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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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었다고 주장하고있음. 그러나 한국 전력과 카카오가 사업 협력을 시작
하면서 카카오에서 자사의 기술을 침해한 모바일 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함

□ 인스타페이는 이 기술이 한국 전력을 통해 카카오로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며, 특허침해 가처분신청 외에도 형사 고소까지 언급하며 강
경하게 대응할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상태임

□ 이에 카카오 측은 인스타페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진행 중
인만큼 더 자세한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 Wipson.com 윕스온 특허검색 <인스타페이의 출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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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인스타페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함.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와 인스타 페이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특허이며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것
임

□ 이에 카카오 측은 이번 승소로 자사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Instapay.kr <인스타페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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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특허 분쟁에 휘말린 카카오

□ 이번 소송 외에도 카카오는 현재 수많은 업체들과 특허 분쟁에 휘말린 상태
임. 지난 해 SK플래닛이 제기한 네비게이션 앱 ‘김기사’의 저작권 침해 분쟁,
NHN엔터테인먼트와 친구 API 특허 침해 분쟁이 진행 중에 있음

□ 국내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특허 괴물인 유니록과도 보이스톡 관련 특허 침
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음. 이처럼 사업 확장에 투자하고 있는 카카오가 여러
지식재산 소송에 고민하고 있는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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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과 애플의 소송 배경
□ 애플은 지난 2012년 삼성이 둥근 모서리와 화면 테두리 등 세 가지 디자
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삼성이 패소함. 삼성이 배상금의 규모가 타당
한지를 따지기 위해 미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냄. 애플이 요구한 배상 금
액은 해당 디자인을 쓴 11개 스마트폰 모델 전체 수익금인 39,900만달러
(4,485억원)임

▲ Wipson.com 윕스온 특허검색 <삼성-애플 소송 관련 특허: USD6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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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특허
□ 쟁점이

되는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D618677), 액정 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 (D593087), 계산기처럼 격 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D395)등 3건임

▲ Wipson.com 윕스온 특허검색 <삼성-애플 소송 관련 특허: USD618677>

삼성의 주장과 판결에 따른 결과

□ 삼성은 배상금이 터무니 없이 많다라는 주장과 함께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분제를 제기하며 상고했고, 이에 따른 구두 심리가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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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다루는 것은 120년 만의 일이라고 함

▲ Wipson.com 윕스온 특허검색 <삼성-애플 소송 관련 특허: USD593087>

□ 미국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된 구두
심리를 토대로 내년 초 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몇 건의 특허로 인해 상품
전체 이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삼성이 구두 심리를 통해
배상액을 얼마나 줄였을 지 많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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