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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분쟁현황 분석
< 2017년 7월 특허 분쟁 동향 분석 >
□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
생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124건이고 미국이 총 297건으로, 미국
분쟁건수가 한국의 약 2.4배에 해당함

□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
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124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 필수품 분야가 37건(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 정보 통신 및 화학;
야금이 각각 25건(20%), 처리조작 및 고정구조물이 각각 14건(11%), 기
계공학 8건(6%), 섬유 분야 1건(1%)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97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77건(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필수품이 45건(15%), 다음으로
기타가

30건(10%),

처리조작

21건(7%),

고정구조물

8건(3%),

화학;야금과 기계공학이 각각 7건(2%), 섬유 2건(1%) 순으로 나타남

분쟁사례 분석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케이티 >
□ 본 소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시내전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간의
분쟁으로서, 케이티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 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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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그

목적에

특성이

있으며,

그

구성

및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발명과 상이한 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갑 제4 내지 6호증에
개시된 발명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분쟁 및 소송 이슈
< 노키아와 샤오미의 특허협약 >
□ 노키아와 샤오미가 특허 상호 라이선스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체결했음.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특허를 비롯하여 관련
지식 및 장비 등을 공유하게 됨

□ 양사간의 협력으로 샤오미는 노키아의 막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글로
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노키아 또
한 삼성, 애플을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처음임
< 버즈빌과 쿠차, 전략적 제휴 맺어 >
□ 양사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이용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기술을 두고 특허 분쟁을 벌여왔으나,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통한 광고
노출을 두고 다투던 버즈빌과 쿠차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고 함

□ 버즈빌과 쿠차는 지난 5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상호 특허 분쟁 관
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버즈빌은 쿠차로부터 잠
금화면으로 일으킨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받게 되며, 두 회사는 각자
가 잠금화면 서비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
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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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현황 분석-2017 년 7 월

2017년 6월 특허 분쟁 동향 분석

미국의 특허 분쟁 건수는 한국보다 약 2.4 배 많으며,
지난 2017 년 5 월 대비 한국과 미국의 분쟁 건수의
차이는 증가하였고, 미국은 전체 분쟁건수 대비 60%가량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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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건수 비교]

□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
한 특허분쟁건수는, 한국이 총 124건이고 미국이 총 297건으로, 미국분쟁
건수가 한국의 약 2.4배에 해당함 (단, 한국은 소송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되며, 미국은 소송 제기일자를 기준으로 공개됨을 감안하면, 실제로
미국분쟁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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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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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 및 연도별 분쟁동향]
(특허소송 판결일자 기준으로 공개된 건수를 취합)

□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
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124건이 발생함

□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 필수품 분야가 37건(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 정보 통신 및 화
학;야금이 각각 25건(20%), 처리조작 및 고정구조물이 각각 14건(11%),
기계공학 8건(6%), 섬유 분야 1건(1%)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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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쟁유형별 동향]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분쟁인 당사자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인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이

27건,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에

의해

청구인의 특허 권리범위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
(적극적)심판과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위의 정정을 요청하는
정정심판이 각각16건, 다음으로 정정무효가 3건 순으로 발생함
□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무효심판이 1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 심
판유형의 건수에 비교한 전자정보통신 비율을 따져보면 권리범위확인(소
극적)심판은 27건 중 3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은 16건 중 2건, 정정
심판은 16건 중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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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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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15%

TOP50
NPEs, 0%

[한국 내 해외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한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해외 기업은 전체 124 중 18건이며, NPE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 2017년 6월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3 (계쟁 특허)

분쟁건수

(비어 있음)

4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이 형성된 표시 장치,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균열 탐지 방법
결속력을 상승시킨 코 기둥 결속방법 및 그 코 기둥과
그 안경테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1
1
1
1

정석환 | 이근택 | 플래닛팔이(주)

2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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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티디아이피홀딩스

2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1

가전제품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 당한 기타 피고인들은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이 형성된 표시 장치,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균열 탐지 방법", "결속력을 상승시킨 코 기둥 결속
방법 및 그 코 기둥과 그 안경테",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
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관련하여 각각 1건 총 4건의 소를 당
하였음

□ 정석환 | 이근택 | 플래닛팔이(주)의 경우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 관련 2건의 소를 당하였으며, (주)에스티디아이피홀딩스의 경우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가전제품 중앙집중
식 제어장치” 관련하여 각각 1건 총 2건의 소를 당함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3 (계쟁 특허)

분쟁건수

(주)아모텍

2

정전기 보호 소자

1

칩형 써지 어레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

1

에코피아(주)

2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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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유한회사

2

가전제품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1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1

[한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청구인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 중 (주)아모텍은 "정전기 보호 소자", "칩형 써지
어레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 관련 1건 총 2건, 에코피아(주)는 "홀 효과 측정 장치 및 측
정방법" 관련 2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관련 "가전제품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멀티 미
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각각 1건 총 2건의 소를 제기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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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동향
화학;야금
2%

고정구조물
처리조작
3%
7%

기계공학
2%
섬유
1%

기타
10%

전자정보통신
60%

생활필수품
15%

전체

40

전자정보통신

35
30
25
20
15
10
5

6월 30일

6월 29일

6월 28일

6월 27일

6월 26일

6월 25일

6월 24일

6월 23일

6월 22일

6월 21일

6월 20일

6월 19일

6월 18일

6월 17일

6월 16일

6월 15일

6월 14일

6월 13일

6월 12일

6월 11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8일

6월 7일

6월 6일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6월 2일

6월 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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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97건 발생함

□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77건(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필수품이 45건(15%),
다음으로 기타가 30건(10%), 처리조작 21건(7%), 고정구조물 8건(3%),
화학;야금과 기계공학이 각각 7건(2%), 섬유 2건(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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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반기업/

기업

개인

99%

97.9%

우리

TOP50
NPEs
0.0%

기업
1%

[미국 내 우리기업 분쟁건수 및 NPE 분쟁건수]

□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은 전체 297건 중 LG 3건, 삼성
1건 총4건이 제소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는 4건 모두
전자정보통신 분야로 확인됨

□ 미국 특허분쟁 중에서 NPE에 의한 제소된 건은 총 297건 중 0건으로,
NPE에 관련된 분쟁은 2017년 6월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정보통신] 원고 TOP3 (계쟁 특허)

분쟁건수

CRYPTOPEAK S

11

Auto-escrowable and auto-certifiable cryptosystems

11

EXPRESS MOBI

8

Browser based web site generation tool and run time engine

8

UNILOC LUXEM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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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method for instant VoIP messaging

4

Human activity monitoring device

1

Methods, system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centralized
management of application programs on a network
Step counter accounting for incline

1
1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원고 및 계쟁 특허]

□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전자 정보 통신 분야는
CRYPTOPEAK S가 "Auto-escrowable and auto-certifiable cryptosystems" 11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 EXPRESS MOBI가 "Browser based web site generation tool and run time
engine" 8건, UNILOC LUXEM가 "System and method for instant VoIP
messaging"4건, "Human activity monitoring device" 1건,

"Methods, system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centralized management of application
programs on a network" 1건,

"Step counter accounting for incline" 1건 총 7건

의 소를 제기함

[전자정보통신] 피고 TOP2 (계쟁 특허)

분쟁건수

LENOVO SINGA

4

Method and apparatus for disabling the RF functionality of a multifunctio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while maintaining local

2

functionality
System and method for remote patching of operating code located in
a mobile unit
Image processing device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motor system

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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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3

GPS publication application server

2

Data analysis system using virtual databases

1

[미국 전자정보통신 분쟁 주요 피고 및 계쟁 특허]

□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제소당한 피고를 알아보면, LENOVO SINGA가 "Method
and apparatus for disabling the RF functionality of a multi-functio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while maintaining local functionality" 2건,

"System and

method for remote patching of operating code located in a mobile unit" 1건,
"Image processing device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motor system" 1건 총 4
건의 소를 당함

□ FACEBOOK의 경우, "GPS publication application server" 2건, "Data analysis
system using virtual databases" 1건 총 3건의 소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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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사례분석
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케이티
1.1 분쟁배경
본 소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
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시내전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
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간의 분쟁에 관함. 피청구인
케이티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제755638에 대한 무효 소송에 관
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피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국 제755638
호의 정정청구항 제6항 및 제7항이 청구인이 제시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2 분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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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허 한국 제755638호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됨. 소송 진행 중 피청구인은 보유특허
인 한국 제755638호의 청구항 제6항 및 청구항 제7항의 대하여 청구항
보정을 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함(이하 정정청구항 제6항 및 제7항)
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허 한국 제755638호의 정정청구항
제6항 및 제7항을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써
비교대상발명 1(갑 제 2호증, 한국 제2001-0091734호)과 제4호증(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0-0054689호), 제5호증(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발행,
웹캐스팅

사업자의

제6호증(한국기자협회협회보

권리보호를
기사,

IPTC냐?

위한
ICOD냐?)를

연구보고서),
제출하면서

이해관계가 발생함

1.3 분쟁 경과
□ 2016. 07. 04. : 무효소송 – 2016당1934 –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케이
티가 보유한 한국 제755638호 청구항 제6항 및 제7항 특허발명이 무
효화되어야 한다고 심결을 구함

□ 2017. 04. 18. : 심결 – 2016당1934 – 특허심판원은 에스케이브로드밴
드가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1, 제 4,5,6호증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며 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
건 제 6, 7항 정정 발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함

1.4 사실관계
□ 당사자


원고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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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법원 : 특허심판원
□ 기소 특허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케이티



특허번호: 한국 제755638호



특 허 명 칭 :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

1.5 분쟁 내용
□ 무효소송심판 (2016당1934)
□ 청구인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피청구인 : 주식회사 케이티
□ 청구인 & 피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

2017.04.18자 정정청구서의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항
은 당연한 구성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명백히 잘못된 오기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함

-

정정청구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6, 7항 정정발명은 비
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적어도 진보성이 없음

▶ 나. 피청구인 주장
-

2017.04.18자 정정청구서의 정정사항 1. 2는 특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하는 정정으로서,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를 발생시
키지 않으며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염려가 없는 적법한 정정임

-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방송과 연계된 콘텐츠(방송컨텐츠)’는 비교
대상발명 1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제 6, 7항
절정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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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특허발명(한국 제755638호)의 청구항 제7항 정정내용

정정청구 전

정정청구 후

비고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부가서비스 정지 요구를 받는 경우,

부가서비스 정지 요구를 받는 경우

상기 IP 기반 서비스 시스템으로 상기

정정
사항 1

부가서비스의 정지를 요청하고,

이 사건
제7항

상기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

상기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

특허발명

대신에 상기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출

대신에 상기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출

력하여 제5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력하는 제5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특징으로 하는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서비스 제공 방법

정정
사항2

▶ 전제부
-

방송사와 IP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한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에 있어서

▶ 구성 1
-

상기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제1 과정

▶ 구성 2
-

상기 사용자로부터 IP 기반의 부가서비스 요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을
입력받는 제2 과정

▶ 구성 3
-

상기 입력된 서비스 선택에 따라, 상기 IP 기반 서비스 시스템으로 해
당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송출을 요청하는 제3 과정

▶ 구성 4
-

상기 제1 과정의 방송신호를 대체하여 상기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제4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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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특허발명(한국 제755638호)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제7항]

▶ 정정사항 1
-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부가서비스 정지 요구를 받는
경우, 상기 IP기반 서비스 시스템으로 상기 부가서비스의 정지를 요청
하고,

▶ 정정사항 2
-

상기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 대신에 상기 방송사의 방송신호
를 출력하는 제5 과정을 더 포함

□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판단

▶ 기술분야 대비
-

양 발명은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라
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분야임

기술 분야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 1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방법

인터넷 서비스와 아날로그 영상서비스를

및 그 장치

함께 제공할 수 잇는 시스템

▶ 목적 대비
-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셋톱박스에서 방송신호를 처리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함

-

하지만,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IP 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
명 1은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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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 1

기존의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실
기술 목적

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
자의 요청에 따라 IP네트워크 기반의 양
방향 방송 부가서비스를 제공

기존의 동축 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아날
로그 영상서비스를 디지털방식의 인터넷
셋톱박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및 아날로그 영상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

▶ 구성 대비

전제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 1

방송사와 IP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한

영상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제공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전제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

구성 1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에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텔레

게 출력하는 제1과정

비전 화면에 출력

양 대응구성은 방송사로부터의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아게 출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구성 2

사용자로부터 IP 기반의 부가서비스 요구

사용자가 리모콘 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에 따른 서비스 선택을 입력받는 제2과정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

구성 2는 ‘IP기반의 부가서비스 요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을 입력받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인터넷 서비스 선택을 입력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입력된 서비스 선택에 따라 IP 기반 서비
스 시스템으로 해당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송출을 요청하는 제3 과정
구성 3

셋톱 메인보드는 모뎀 또는 랜을 통해 사
용자가 연결을 원하는 웹사이트주소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 컴퓨터와
통신하기 시작

양 대응구성은 IP 기반 시스템으로 콘텐츠의 송출을 요청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IP기반 서비스 시스템으로 부가 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
의 송출을 요청’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와 동일한 대응구성이 개시되어
잇지 않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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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과정의 방송신호를 대체하여 부가서
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제4 과정
구성 4

인터넷정보의 영상이 출력되는 경우, 아날
로그 영상서비스에 대한 스위치가 오프상
태로 바뀌어서 아날로그 영상 대신 인터넷
정보의 영상이 출력됨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부가 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송출을 요청하는데 비하
여 비교대상발명 1은 서버 컴퓨터가 사용자가 원하는 웹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중
계하기만 할 뿐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사용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송출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갑 제4 내지 6호증 비교



하나의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통신과 방
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분야에서의 주지•관용기술이 아님


제4호증

설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이 주지된 관용기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IP 기반의 부가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를 요구, 송출
및 출력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비교대상발명 1과 갑 제4호증
에 기재된 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음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인터넷 서비스’는 ‘IP TV’ 기술보다는 오히려 ‘인
터넷 TV’ 기술에 해당

제5호증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고자 하면 비교대상
발명 1의 구성을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IP TV 서비스’로 대체해야 하고 이
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질에 변경을 일으키게 되어 비교대상발명 1에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발명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음



방송형 서비스인 채널 편성을 통한 지상파 TV 실시간 방송 등을 모두 중단
하고 가입자가 주문한 프로그램만 전송하는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형태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기사가 있으나, 갑 제6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방송신호를 송수신하는 기술이 주지•관용기술로

제6호증

인정되지 않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IP 기반의 부가서비스’ 및 ‘부
가서비스를 위한 방송 콘텐츠’를 요구, 송출 및 출력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비교대상발명 1과 제6호증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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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기술분야는 동
일하나, 그 목적에 특성이 있으며, 그 구성 및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
명 1에 개시된 발명과 상이한 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이 비교대
상발명 1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갑 제4 내지 6호증에 개시된 발명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판단
-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에 기재
도니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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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사점
본 무효 소송은 시내전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시내전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간의 분쟁으로, 피청구인 케이티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제755638에 대한 무효 소송에 관함. 청구인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피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국

제755638호의 정정 청구항 제6항 및 제7항이 비교대상발명 1과 갑 제4
내지 제6호증에 따라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무효 심판 청구 주장에 따라
분쟁이 시작됨
본 분쟁의 중요한 이슈 사항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6항이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진보성 및 신규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임. 또한 진보성
및 신규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과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과의 결합의 용이성을 확인해보는 것에 있음
이에 대한 판단으로 심판원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과 대비하여 그 목적에 특성이 있으며, 그 구성 및 작용효과도 비교대상
발명 1에 개시된 발명과 상이하다고 판단함. 또한 갑 제4호증 내지 제6
호증과 비교대상발명 1과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아 진보성 및 신규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추가로 이 사건 제7항은 이 사건 제6항의 종
속항으로 독립항인 이 사건 제6항의 진보성 및 신규성을 인정받아 이 사
건 제7항 역시 권리가 유효하다고 심결함
특허 무효 심판이란 본 판례에서와 같이 법정 무효 사유가 이유가 되어
그것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이라 할 수 있음. 특허 무효 심판은
심사관의

실수로

인해

등록이

되어서는

않되는

특허권을

무효화

시키거나, 본 판례와 같이 경쟁사의 특허권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자사의
사업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특허무효심판과 같은 정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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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및 소송 이슈
1) 노키아와 샤오미의 특허협약
노키아와 샤오미의 특허협약
□ 노키아와 샤오미가 특허 상호 라이선스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체결했음.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특허를 비롯하여 관련
지식 및 장비 등을 공유하게 됨

□ 이 협약에는 노키아와 표준특허(SEP)를 공유할 수 있는 협약도 포함되어
있음

▲ flicker.com © Jon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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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배경
□ 노키아와 샤오미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인공 지
능(AI) 등의 부문에서도 함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이런 양사 간 협력의 배경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두 기업
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 일어난 것으로 평가됨

▲flicker.com © gyroscopio

□ 휴대폰 1인자였던 노키아는 모바일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현재도
라이선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이와 반대로, 샤오미의 경우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했지만 특허확보의
문제로 스마트폰 자체보다는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액세서리 제품을 중심
인 것이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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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간 협력으로 얻어지는 것들
□ 양사간의 협력으로 샤오미는 노키아의 막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노키아 또한 삼성, 애플을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약
을 맺고 있지만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처음임

주목되는 샤오미의 행보
□ 한편, 샤오미는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무선통신, 클라우드 컴
퓨팅, 멀티미디어 관련 특허 1,500개를 매입하며 기술 결쟁력 확보에 열
을 올리고 있음

□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의 판매뿐만 아니라 샤오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샤오미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행보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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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즈빌과 쿠차, 전략적 제휴 맺어
버즈빌과 쿠차, 전략적 제휴 맺어
□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통한 광고노출을 두고 다투던 버즈빌과 쿠차가 전
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고 함

□ 양사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이용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기
술을 두고 특허 분쟁을 벌여옴

▲ 버즈빌과 옐로모바일 (쿠차) © 각 회사 홈페이지

버즈빌과 쿠차 간의 소송 내용

□ 문제가 되었던 기술은 버즈빌의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
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10-1315468)’ 특허임

23

2017.07

i-PAC Issue Report

□ 이 특허는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하여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
성하는 모듈 기술로 2013년 특허로 등록됨. 특허권자인 버즈빌은 쿠차가
2015년에 유사한 방식의 ‘쿠차 슬라이드’ 기능을 기존 앱에 추가하면서
특허 침해를 주장함

▲ 윕스온(www.wipson.com) 특허검색 <버즈빌 한국등록특허 제1315468호>

소송에 불복한 항소

□ 버즈빌은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
하고 옐로모바일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10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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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하고 항고를 함
□ 이와 반대로 쿠차는 지난해 2월, 버즈빌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
했지만,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고, 지난 11월에 특
허심판원이 쿠차가 버즈빌 특허를 침해했다는 심결을 내림

▲ 버즈빌 © 버즈빌

소송 대신 전략적 제휴로 발전 방안 모색
□ 그러나 버즈빌과 쿠차는 지난 5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상호 특허
분쟁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버즈빌은 쿠차로부터 잠금화면으로 일으킨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받게 되며, 두 회사는 각자가 잠금화면 서비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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