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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삼성/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 
 
 
2. 애플(원고) => 삼성전자(피고)  

 
 

3. 삼성전자(원고) => 애플(피고) 

 

4.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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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애플의 소송시작 

–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갤럭시 시리즈가 아
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고소로 시작 

• 이에 삼성도 4월 21일 일본법원에 2건, 독일법원에 3건, 한국법
원에 5건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 4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 6월 30일 삼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 애플도 7월 

5일 ITC에 제소 

• ~~~~~~~~~ 

2011년 4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
드·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애플과 30여 건의 특허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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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12년 8월 24일)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 아이폰 모뎀칩 : 인텔자사의 IMC 제품(삼성에게 이용허
락) 
– 권리소진의 문제 

– 애플은 삼성에게 4000만원 위약금, 아이폰3GS, 4, 아이패드 1,2
의 3G 버전 판매중단, 재고 폐기처분 

• 삼성 디자인 : 디자인 도용아님, 바운스백 침해 
– 판매금지 폐기, 2500만원 배상 

– 공정위 제소 
• 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 
– 2011년 말에도 특허권 남용으로 EU집행위원회에 삼성전자 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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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애플(원고) => 삼성전자(피고)  
 

 

 

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 6.22. 애플 소장 제출 
• 1) 대상제품: galaxy S 4G, Epic 4G, Nexus S등 15기종 
• 2) 주장권리 
• 3) 요구내용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

자의 갤럭시S, 갤럭시 탭 10.1 등 제품의 판매금지를 선고. 
• 재판부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바운스백 관련 특허(120특허)

로, 터치스크린 상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즉각 튕겨지는 기
술임. 

•  판결선고(2012.8.24) 2011가합63647 특허침해금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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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애플)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인 120 특허, ② 밀
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인 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인 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인 831 특
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
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인 568 디자
인, ②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인 156 디자인, ③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4 디자인, 

④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6디자인, ⑤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0 디자인, ⑥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
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 

• (2012.8.24. 서울중앙지법) 

 

삼성: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회피 가능) 
1) 120 특허=> 특허침해 

2) 459 특허 => 진보성 무효사유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3) 123 특허 => 신규성 및 진보성 무효사유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4) 831 특허 => (보정)신규사항추가의 무효사유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
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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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568 디자인 

1) 568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외형 디자인으로서,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
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
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⑤ 정면 
하단에 원형의 조작 버튼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판결)  ~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
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3)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
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
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인 JP1241638호 일본 디자인, LG 프라다폰 디자
인, RCD000569157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①,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
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 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
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
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12 

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156 디자인 

1) (특징) 156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아이콘 배열 및 아이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다. 

2) (침해여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 
디자인은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
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56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유
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
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
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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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디자인 정면도 피고제품(Galaxy S)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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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164 디자인 

1) (특징) 164 디자인은 메모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여부)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
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
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무효 여부)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리걸 패드 디자인 및 
리걸 패드 아이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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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액정표시부분의 확대 정면도 피고제품(Galaxy Tab)의 디자인 

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166 디자인 

1) (특징) 164 디자인은 전화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전화 아이콘은 166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166 디
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무효임이 명백한 166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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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디자인 (액정표시부분의 확대 정면도) 
피고제품(Galaxy S)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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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M10 디자인 

1) (특징) M10 디자인은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0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0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무효임이 명백한  M10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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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 정면부분(도면 1.1) Galaxy Tab 10.1 

 

 

 

1심 판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 
 M12 디자인 

1) (특징) M12 디자인은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2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무효임이 명백한  M12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17 

M 12 디자인 정면 부분 (도면 1.1.)  피고제품(Galaxy Tab 10.1)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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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상품출처혼동행위(부경법)에 대한 판단 
1)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

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
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 

2)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①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
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②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③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④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
리가 있다는 점, ⑤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
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
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①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②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
을 표시하는 표장()의 저명성, ③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
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원고리케
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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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저명상표희석행위(부경법)에 대한 판단 
1)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
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
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
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
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
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가 원고 제품의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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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3 IPad Galaxy S 

LG LU9100(쿠키폰) 

(2009. 3.경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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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전자(원고) => 애플(피고)  
 

 

 

21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 4.21. 삼성전자 소장 제출 
• 1) 대상제품: iPhone, iPad 
• 2) 주장권리: 데이터권리와 전력제어, 무선데이터통신 등 이하의 특허 5건 
• 특허권: KR100933144, KR100913900, KR330234, KR922144, KR273973 
• 3) 요구내용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판결선고(2012.8.24) 2011가합39552 특허침해금지 

 
 

• 2012. 3.7. 삼성전자, 추가제소 
• 1) 대상제품: iPhone 4S, iPad2 
• 2) 주장권리: 화면분할에 의해서 검색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술 

등의 3건 
• 3) 요구내용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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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의 요지 

• 나. 피고 주장 
•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
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
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
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
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23 

당사자 주장의 요지 

• 나. 피고 주장 
•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
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
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공정거래법 위반 
표준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부
당한 거래거절)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
위(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시장지
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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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2012.8.24. 서울중앙지법) 

애플: 삼성의 통신표준특허 침해(회피 불가) 
1) 234 특허 (인터리버 관련 특허)=>신규성 무효사유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

리남용 

2) 975 특허 (자율전송 관련 특허) => 특허침해 

3) 144 특허 (전력제어관련 관련 특허) => 신규성 무효사유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
사는 권리남용 

4) 900 특허 => 특허침해 

5) 973특허 => 피고제품에 973특허 구성 모두 개시되지 않아 비침해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

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
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
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4 

1심 판결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
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
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
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
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

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 특허권의 권리남용이론은 엄격하게 적
용- 단순히 성실한 협상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부족 ( 쌍방이 성실한 협상을 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도한 실시료 요구 : 확정적인 증거는 없음. 제시된 자료
만으로는 과도하다 고 단정하기 어려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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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부족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
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
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른기술로의 대체되었을 가
능성 입증 없음)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시공개의무 - 다른 기업들과 표
준선언 후 공개시기 비슷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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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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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3G 통신특허 

– 삼성의 통신 특허가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FRAND규정(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부여
해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야 함 

• 표준특허란 

–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
는 특허,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
공하기 불가능한 특허,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는 

특허,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표준문
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
는 특허,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표준문서
에 읽히는 특허,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http://epcenter.or.kr/about/about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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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델란드법원(2011년 10월 14일) 

– 네덜란드 법원은10월 14일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표준특허의 FRAND 규정에 

따라 로열티만 양 당사자가 공정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협상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 독일법원(2011년 11월 11일) 

– FRAND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측이 기술 보유자 측
에 라이선스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기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이 삼성에 FRAND 기술 사용 허
가를 얻어내야 하는 책임존재 

• 기술표준제도의 남용사례 
1) 표준설정과정에서  기술을 공개하지 않다가 표준 채택후 기술에 대한 과

다한 실시료 요구 

2) 표준설정 단계에서 한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고액의 실시료 요구 

3) 실시허락을 거부하는 경우 표준으로 등록되 아니한 다른 기술의 끼워팔
기 등 

 기술표준으로 등록된 특허권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권리
남용 인정여부와 밀접한 관련 

 최근의 제품은 과거와 달리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하여 한 제품
에 수 십개에서 수 천개의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있어 기술
융합과 오픈이노베이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R&D 비용도 천
문학적으로 늘어나 기술과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에 의한 특허매복(patent 

ambush), 특허홀드업(patent hold-up)에 의한 지속적 기술 혁신
의 방해요소 등장 => 법제도 규율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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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470,983 is for the overall design of the product, 

including the rectangular shape, the rounded corners, the 

silver edges, the black face, and the display of sixteen 

colorful icons. 

• No. 3,457,218 is for the configuration of a rectangular 

handheld mobile digital electronic device with rounded 

corners. 

• No. 3,475,327 is for a rectangular handheld mobile digital 

electronic device with a gray rectangular portion in the 

center, a black band above and below the gray rectangle 

and on the curved corners, and a silver outer border and 

side. 

• No. 3,886,196 is the iOS phone app icon. 

• No. 3,889,642 is the iOS messaging app icon. 

• No. 3,886,200 is the iOS photos app icon. 

• No. 3,889,685 is the iOS settings app icon. 

• No. 3,886,169 is the iOS notes app icon. 

• No. 3,886,197 is the iOS contacts icon. 

• Pending No. 85/041,463 is the iTunes icon, which is a riff 

on U.S. Registration No. 2,935,038, the desktop iTunes 

logo. 

4.2.2. 트레이드 드레스 

33 

• 상품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특정 판매 기법 트레이
드 드레스란 등과 같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말함 

 

• 한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명확히 지칭하는 용어가 없으나, 상표
법․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 ․입체상표, 색채상표에 의한 일부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 ․해당 상표가 물품의 일반적인 형태 또는 색채를 나타내거나 기능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식별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상표심사기준에서 입체상표의 보호대상을 상품의 형상, 용기 및 포장에 한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같이 서비스 제공 장소, 인테리어, 판매기법 등은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취득에 의한 상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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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트레이드 드레스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34 

• ‘11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
의 범위에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있음 

 

• ․개정안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도 등록 받을 

수 있음. 

 

• ․또한 기존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등의 평면 디자인이 그 자체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제
품에 적용된 디자인이나 표시장치(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등)에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잇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화상디자인의 평면 디자인 그 자체로도 보
호 받을 수 있음  

 

• ․보호대상 물품의 확대에 따라 건물 등 부동산, 표면 장식, 로고 등 평면 디자인이 디자
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전반적인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 매우 높음  

 

 

4.2.4. 트레이드 드레스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35 

• ‘11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
의 범위에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있음 

• ․개정안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도 등록 받아 

보호될 수 있게 됨 

• ․또한 기존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등의 평면 디자인이 그 자체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제
품에 적용된 디자인이나 표시장치(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등)에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 받았으나, 개정안이 도입되면 평면 디자인 그 자체로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됨  

• ․보호대상 물품의 확대에 따라 건물 등 부동산, 표면 장식, 로고 등 평면 디자인이 디자
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전반적인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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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트레이드 드레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6 

• 상품형태의 보호(미등록지다인의 보호)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
양, 색채, 광택 또는 이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 상의 형
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
출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지·저명하여 영업 혹은 상품의 주체혼동행위(passing off)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함 

 

•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으나, 삼성/애플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 

 

 

 

4.3.1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허전략 

4 

 It 분야의 다양한 기술, 특히 스마트폰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됨: 
•(i) Baseband Processor 기술 (LTE, CDMA, GSM),  

•(ii) Application process 기술, 

•(iii) Wireless connectivity 기술 (bluetooth, 무선랜), 

•(iv) Multi Touch 기술,  

•(v) Battery 기술,  

•(vii) I/F(Interface) 기술,  

•(viii) Security 기술과  

•(ix) Operatioin System 기술 (Android, iOS) 

 

 모든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 => 선택과 집중 +특허전
략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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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IT 분야의 특허폐해 및 특허 남용 대응방안 

4 

• 특허라이선스는 혁신과 효율을 창출(친경쟁적 측면)  vs. 특허권 남용(반경
쟁적 측면)  

• 특허권은 권리행사의 태양에 따라 특허법 목적인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
성 존재 
 

•  특허권의 활용에 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국내외 적극적 특허활동
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 모델의 권리남용 가능성 검토 -> 정당한 권리행
사와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정의를 규명해야 

• 다만,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남용문제는 미국특허법 특유제도에 기인
한 것 + - IT산업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 과도하게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산업분야에서
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에 권리남용에 대한 국제적 흐름 및 주요국가
의 정부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검토해야 함. 

• 

 

4.3.3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특허권 남용 판단기준 등 

4 

 특허권 남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형: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서 특허권 무효항변으로서 특허에 무효이
유가 존재 하는 경우 (신규성, 진보성 등의 흠결) 

 
 무효심결이 없더라도 일종의 권리남용으로 보아 대세적 무효가 아닌 당사
자 간에서만 무효로 파악하는 입장 

 

특허법상의 특허권 무효이유 분석에 중점  

 

 일본 최고재의 Kilby판결의 취지를 입법화한 2004년 개정 특허법 제104

조의 신설 규정 등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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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특허권 남용 판단기준 등 

4 

 둘째 유형 :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서 특허권의 권리남용 항변 그 자체 
 
   - 특허에 무효이유 존재하지 않지만, 특허부여로 실현되는 공익, 공공정책에 반하는 권리행사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법의 제정목적엔 반한다는 관점에서 파악 

  - 특허법과 민법이 교착하는 영역 (민법상 확립된 권리남용 법리) 
 
   - 미국과 독일 일본 등지에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비롯 public interest와 

       특허권간의 갈등구조를 일반이론화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민법에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이론은 물론, 헌법에서의 기본권 상충 혹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여 분석  

   - 일본 SW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준칙은 시사점 제공 

      *권리행사의 주관: 加害意思 등의 악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 권리행사의 태양: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악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큰 불이익을 상대방 및 사회에 

주는 경우  

4.3.3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특허권 남용 판단기준 등 

4 

 세째 유형 :특허권이 독점규제법 위반형태로 행사됨으로써 권리남용이 인
정되는 경우 

 
     -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교착 영역 

     -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은 혁신과 공중의 후생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본
적으로 보완관계 

     - 독금법 위반의 경우: 권리의 소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쟁정책적 관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아니한 권리행사로 취급, 권리행사 제한  
 
     - 비교법적 논의와 함께 국내에서의 기존 가이드라인(공정위 등), 미국,  

        일본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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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s/Tablets 

 Four pending actions: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 Cal.:  

 11-CV-08146-LHK April 2011, ~20 Samsung 
devices 

 12-CV-00630-LHK Feb 2012 (August 31)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Samsung v Apple 

 Apple v Samsung 

Dis. Ct. v. ITC: Why?? 

 District Court: 

 Title 35 U.S.C. 

 Full remedies: damages, injunctions etc 

 ITC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ction against specific goods 

 “Domestic Industry”, “Exclu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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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V-08146-LHK 

 Apple v. Samsung (about 20 devices, mostly 
discontinued) Mostly past damages 

 Current Patent Focus: Apple 

 Design Patents: 504,889; 593,087; 618,677; 
604,305 

 Utility Patents: 7,469,381; 7,844,915; 7,864,163 

 Current Patent Focus: Samsung 

 Utility Patents: 7,456,893; 7,577,460; 
7,698,711; 7,675,941; 7,447,516 

D 593,087 “Smartphon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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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18,677 “Black Glass” 

D 504,889 
Minimalist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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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04,305 
Home Screen 

US Patent 7,469,381 

 The bounce-back feature is activated when the user is 
scrolling through a document displayed on the device. 
If the user attempts to scroll past the end of the 
document, an area beyond the edge of the document is 
displayed to indicate that the user has reached the 
document’s end. Once the user input ceases (i.e., when 
the user lifts up the finger that is used for scrolling), the 
previously visible part of the document bounces back” 
into view. 

- 31 -



US Patent 7,844,915 

 The ’915 Patent, entitle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 discloses a method 
for operating through a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that provides scrolling operations.  

US Patent 7,864,163 

Discloses a method for displaying a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 on a touch screen display, 
detecting a gesture at a location on the display of the 
document, and enlarging and centering the selected 
portion of the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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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Requests a PI 

 Based on the 3 design patents and '381 

 To obtain a PI, the movant must show: 

1.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2. Likelihood of irreparable harm 

3. Balance of equities favor the movant 

4. Would the public interest be served 

 Facts construed most favorably to the non-movant  

CAFC Appeal (“Apple I”) 

 CAFC 2012-05-14 Judge Bryson (Prost, O'Malley) 

 The standard applied: Did the district court abuse its 
discretion in denying the PI? 

 WRT the utility patent: NO 

 WRT design '087: NO 

 WRT design '677: NO 

 WRT design '889: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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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77 “Black Glass” 

 District Court: not anticipated or obvious: 
CAFC agrees 

 CAFC: “We hold that the district court was 
correct to require a showing of some causal 
nexus between Samsung’s infringement and 
the alleged harm to Apple as part of the 
showing of irreparable harm.” 

 But sufficient causal nexus was NOT shown 

“Causal Nexus” 

  CAFC: “Thus, a likelihood of irreparable harm 

cannot be shown if sales would be lost regardless of 
the infringing conduct.” 

 “A mere showing that Apple might lose some 
insubstantial market share as a result of Samsung’s 
infringement is not enough. As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a party seeking injunctive relief 
must make “a clear showing” that it is at risk of 
irreparable harm, .” (emphasis not in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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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 it was reasonable for the district court to 
consider the issue of delay and to find that 
Apple had not proceeded as quickly as it could 
have in seeking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Practice point: do not delay if you want a PI 

D'087 “Smartphone Front” 

“The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the D’087 
patent was likely anticipated by the 
Japanese ’638 patent and that Apple had 
therefore failed to establish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 “ The court refused to 
consider any other views of the ’638 reference 
because it found that Apple “never claimed all 
views of the D’087 patent.”  That finding was 
erro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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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No PI WRT '087 

 “..the D’087 patent differs from the D’677 
patent, which did not claim a bezel and did 
not claim any elements of the side view other 
than the flat front surface (i.e., the side view 
in the D’677 patent consisted entirely of 
broken lines).” 

 BUT irreparable harm analysis (causal nexus) 
the same for '087 and '677: Therefore NO PI 

'381 “Bounce” 

“ The court denied the injunction on the ground 
that Apple failed to show that it would likely be 
irreparably harmed by the infringement because 
it failed to demonstrate that consumer 
purchasing decisions were based on the 
presence of the bounceback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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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Bounce” 

 The evidence showed that the Samsung 
employees believed that the bounceback 
feature was needed. 

 CAFC: “ the relevant inquiry focuses on the 
objective reasons as to why the patentee lost 
sales, not on the infringer’s subjective beliefs 
as to why it gained them ” 

 

D'889 “Minimalist Tablet”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Apple had 
established irreparable harm but not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CAFC: “ The court also determined, based on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that 
design mattered more to customers in making 
tablet purchases, which helped Apple 
establish the requisite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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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89 “Minimalist Tablet” 

“In addressing a claim of obviousness in a 
design patent, “the ultimate inquiry.......is 
whether the claimed design would have 
been obvious to a designer of ordinary skill 
who designs articles of the type involved.” 

Design Obviousness Process 

 First, find a primary reference “ ‘a something in 
existenc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claimed  design.'” 
(emphasis not in the original) 

 Second, find secondary references which “may 
only be used to modify the primary reference if 
they are ‘so related to the primary reference  
that  the  appearance  of  certain  ornamental  
features  in  one  would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ose features to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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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dler Reference 

The Lower Court Erred 

 “We hold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finding that the Fidler tablet created the same 
visual impression as the D’889 patent.” 

 The Fidler tablet is not symmetrical, the 
bottom edge is wider than the others and it 
does not leave the impression of an unframed 
design. The Fidler design creates a picture 
frame effect. 

 Secondary reference does not bridge the gap. 

- 39 -



Remand 

 So... because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there 
would be no likelihood of success, it did not 
analyze the remaining two PI factors, balance of 
hardship and public interest 

 Must remand 

 Dissent, no reason to remand since the findings 
for balance of hardship and public interest from 
the smartphone part of the case are transferable 
to the tablet portion.  Too much delay. 

6 Weeks Later... 

 District Court June 26, Order GRANTING PI 

 CAFC Order received by the court on June 25 

 “the Court concludes that another hearing on 
these issues is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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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eks Later... 

“ The Court agrees with Apple that the public 
interest favors th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here.  ...  Although Samsung has a right to 
compete, it does not have a right to compete 
unfairly, by flooding the market with infringing 
products. ” 

3 Days Later... 

 District Court June 29, Order GRANTING, in part, 
Apple SJ Motion 

 Samsung '867 “Scrambled Code”: “Because it is 
undisputed that Apple’s accused products do not 
use Gold codes as scrambling codes, the accused 
products do not, as a matter of law, infringe 
claims 25 and 26 of the ’867 Patent.  Accordingly, 
Apple’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f non-
infringement of the ’867 Patent i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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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Later... 

 Samsung '893: Digital Image Processing 

 Hybrid method and apparatus claim, 
indefinite?? 

 “In sum, claims 10 and 12 establish functional 
capabilities of apparatus claims, and do not 
impermissibly create hybrid method and 
apparatus claims.  Therefore, Apple’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n invalidity of 
the ’893 Patent is DENIED.” 

3 Days Later... 

 Samsung '460: Camera Phone Operation 

 “Insolubly ambiguous” under 35 USC 112?? 

 “Rather than demonstrating the existence of 
infinite potential interpretations of a supposedly 
ambiguous claim term, Apple has enumerated a 
small, finite number of constructions on which 
reasonable minds might disagree.” 

  “Accordingly, the Court DENIES Apple’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with regards to the 
indefini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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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Later... 

 District Court June 30 Order Denying 
Samsung SJ motion 

 Trade Dress: “ To succeed on its trade dress 
claims, Apple must satisfy three elements: 
nonfunctionality, distinctiveness, and 
likelihood of confusion.” 

1 Day Later... 

 It is a close question as to whether a reasonable juror 
could find on the record before the Court that the 
designs of Apple’s products (exclusive of the Apple name, 
logo, or home button) were famous at the time Samsung 
released its products.  Nonetheless, viewing the 
evidence in the light most favorable to Apple, there 
appears to be enough evidence from which a reasonable 
jury could conclude that the iPhone, iPhone 3G, and iPad 
trade dresses were “famous” for establishing the 
dilution claim.  Accordingly, Samsung’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i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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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Later... 

 Apple '381 “Bounce” Anticipated?? 

 Apple has identified several issues of material 
fact regarding whether Tablecloth anticipates 
claim 19 of the ’381 Patent.  Therefore, 
Samsung’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f 
invalidity as to claim 19 of the ’381 Patent is 
DENIED. 

1 Day Later... 

 Apple '915 “Scrolling” Not Infringed??? 

 Samsung: “ “event object” in the accused devices 
does not “invoke a scroll or gesture operation,”” 

 “ Thus, Apple has identified evidence in the 
record from which a reasonable jury could find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ly, Samsung’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is DENIED as to noninfringement of 
claim 8 of the ’915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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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Later... 

 Apple '607 “Multipoint Touch Screen” Obvious??? 

 “ Claims 1 and 7 of the ’607 Patent have previously been 
the subject of litigation, and were found to be invalid as 
obvious by both a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and the ITC.  ... 
Claim 8, however, was not asserted in that litigation. 

 “While Samsung lays out a persuasive argument in favor 
of finding claim 8 of the ’607 Patent to be invalid, 
underlying factual disputes preclude resolving this 
dispute as a matter of law.” DENIED 

1 Day Later... 

 Apple '163 “Touch Enlarge” Anticipated??? 

 Apple has identified a material issue of fact 
regarding whether LaunchTile discloses every 
element of claim 50 of the ’163 Patent.  
Therefore, Samsung’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of invalidity as to claim 50 of 
the ’163 Patent i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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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Later... 

 Apple D'087 “Smartphone Front” Obvious??? 

 “Based on the designs, it is a factual question for 
the jur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vex front 
face so alters the visual appearance of the design 
that the [prior art] ’638 Patent has a different 
overall appearance and aesthetic appeal.” 

 Because material facts are in dispute, SJ DENIED 

 Also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 and copying 

1 Day Later... 

 Apple D'677 “Black Glass” Obvious??? 

 “For many of the same reasons identified above 
with respect to the D’087 Patent, several 
material factual disputes preclude summary 
judgment in favor of Samsung on the issue of 
whether the D’677 is obvious in light of prior art.  
As this Court already found, the D’677 Paten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D’087 Patent, and 
discloses an additional element of a black 
transparent and glass-like front surface.” 

 SJ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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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Later... 

 Apple D'889 “Minimalist Tablet” Obvious??? 

 “As an initial matter, the Court notes that Judge 
Grewal recently ordered these references be 
excluded from trial because Samsung failed to 
timely disclose the prior art or invalidity theory.  ..  
On this basis alone, summary judgment in favor 
of Samsung is not proper because the evidence 
in support of Samsung’s obviousness argument 
will not be admissible at trial.” 

 SJ DENIED 

1 Day Later... 

 Apple D'305 “Home Screen” Obvious??? 

  Judge Grewal recently ordered the January 
2007 iPhone image publication (“January 
2007 image”) excluded from trial. 

 SJ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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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12 Jury Verdict 

 Deliberation for 22 hours; almost entirely for Apple 

 Claim 19 of '381 “Bounce” 

 Claim 8 of '915 “Scrolling” 

 Claim 50 of '163 “Touch Enlarge” 

 Induced Infringement 

 Design '677 “Black Glass” 

 Design '087 “Smartphone Front” 

 Design '305 “Home Screen” 

 

August 24, 2012 Jury Verdict 

 Design '889 “Minimalist Tablet” No infringement 

 Willful 

 7 patents valid 

 Trade Dress Protectable 

 $1.049B 

 

 5 Samsung patents valid but not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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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D '889 

 Remember, in considering the PI mo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with respect to the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This Court previously found the Galaxy Tab 10.1 
to be substantially similar “in the eyes of the 
ordinary observer” to the D’889.  ...  Indeed, the 
Court noted that the Galaxy Tab 10.1 i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Apple’s iPad and iPad 2.” 

 Jury found no infringement 

Apple D '889 

 August 26, 2012, Samsung moves to dissolve the PI 

 September 17, 2012, motion DENIED without prejudice 

 August 24th judgment not “final” for the purposes of 
appeal 

 DC does not have jurisdiction 

 September 28, 2012, CAFC Granted Samsung's motion 
for a limited remand; October 1, DC dissolves PI 

 Successor model to the Galaxy 10.1 already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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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Phone5 

 2012-10-01 

 “Samsung seeks an order granting it leave to amend its 
infringement contentions pursuant to Patent L.R. [Local 
Rules] 3-6 to allege infringement by the iPhone 5.” 

 "[t]he iPhone 5 has the same accused functionality as 
the previously accused versions of the iPhone, so the 
proof of infringement of the patents-in-suit by the 
iPhone 5 is the same as for other Apple devices already 
accused of infringement in this litigation". 

Apple Seeks Enhanced Damages 

 September 21; Apple requests enhanced damages 
amounting to an additional $700M 

 Not all of the jury verdict damages are subject to 
“willful infringement” enhancement 

 Would be further enhanced if Apple's Rule 50 
challenges are successful 

 Also asks for injunction not limited to the designated 
products but to “any other product with a feature or 
features not more than colorab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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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Post Verdict Motion 
Rule 50 

 Filed 2010-10-02; hearing 2012-12-06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  required 
where a plaintiff fails to present a legally sufficient 
basis for a reasonable jury to rule in its favor. 

 “New Trial”:  A new trial is appropriate where “‘the 
verdict is 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the 
damages are excessive, or for other reasons, the trial 
was not fair to the party moving.’” 

Samsung Post Verdict Motion 

“Remittitur”:  Remittitur is appropriate where 
the damages awarded by the jury are not 
supportable, and the “proper amount of a 
remittitur is the maximum amount sustainable 
by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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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Misconduct 

 Focuses on the Jury Foreman, Velvin Hogan 

 Samsung: “The jury foreman, Velvin Hogan, failed to 
answer truthfully during voir dire.”  

  Mr. Hogan’s failure to disclose the Seagate suit 
raises issues of bias that Samsung should have been 
allowed to explore in questioning and that would 
have triggered a motion to strike for cause or a 
peremptory strike.  

Jury Misconduct 

  During voir dire, Mr. Hogan remained silent when asked 
if he had “strong feelings or strong opinions about either 
the United States patent system or intellectual property 
laws”. 

 But then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he said he 
wanted to be satisfied that the verdicts “protected 
copy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send a message to the industry at large that patent 
infringing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and “make sure 
the message we sent was not just a slap on the wrist.” 

- 52 -



Jury Misconduct 

 Finally, Mr. Hogan’s self-reported conduct during the jury 
deliberations presents the “reasonable possibility” that 
extraneous material “could have affected the verdict.” 

 “Mr. Hogan said that he told his fellow jurors an 
accused device infringes a design patent based on 
“look and feel”” 

 “that an accused device infringes a utility patent 
unless it is “entirely different”” 

 “that a prior art reference could not be invalidating 
unless that reference was “interchangeable”” 

Design Patents 

 “The key to design patent infringement is whether a 
“hypothetical ordinary observer who is conversant 
with the prior art” would in purchasing be deceived 
by similarities with an accused product when 
focusing only on the ornamental features of the 
claimed designs.”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infringement under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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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tents 

 “Apple failed to show that an ordinary observer 
would be deceived by similarities, admitting that, 
“by the end of the smartphone purchasing 
process, the ordinary consumer would have to 
know which phone they were buying.”  ... 
Judgment as a matter of law for Samsung is 
therefore required.” 

Samsung's Other Grounds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Apple’s Design Patents 
Valid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Apple’s Trade Dress 
Protectable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Actionable and Willful 
Dilution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Apple’s Utility Patents 
Valid  

 No Reasonable Jury Could Find Infringement Of Apple’s 
Utility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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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s Other Grounds 

 Verdict inconsistencies: 

 Some smartphone models are said to 
infringe, and others do not: but they all 
include the same features. 

 The Record lack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of willful Infringement 

 The Record Lacks Sufficient Evidence of Direct 
Infringement or Actively Induced Infringement by 
SEC 

Damages 

 “Over Samsung’s objection, the Court used a 
verdict form providing for a single damages 
amount for each product without specifying 
the amounts attributable to particular patents 
or trade dress or whether the award was 
derived from Samsung’s profits, Apple’s lost 
profits, and/or a reasonable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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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Damages under the utility statute are those 
damages adequate to make the patentee 
whole, with a minimum of a “reasonable 
royalty. The usual way to get damages greater 
than “reasonable royalty” it to prove the 
patentee's lost profits. 

 Under the Design statute, disgorgement of 
the infringer's profits is possible (35 U.S.C. 
289) 

Damages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a design patent”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35 U.S.C. 284: “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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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rial in the Interest of Justice 

 “Here, the Court’s constraints on trial time, 
witnesses and exhibits .. were unprecedented 
for a patent case of this complexity and 
magnitude, and prevented Samsung from 
presenting a full and fair case in response to 
Apple’s many claims.” 

 “Samsung was also treated unequally.” 

Apple Replies to the Jury 
Misconduct Issue 

 2012-09-25 Apple Files a response 

 "Samsung's attacks are baseless, and its jury 
misconduct motion frivolous on its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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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V-00630-LHK Feb 2012 (August 31) 

 Filed Feb 8, 2012 in the same District Court 

 Only one smartphone in the initial complaint: Galaxy 
NEXUS, introduced into the market in Dec 2011 

 Complaint alleges infringement of  Apple patents: 
5,946,647; 8,046,721; 8,074,172; 8,086,604; 
6,847,959; 8,014,760; 5,666,502; 7,761,414 

 Amended August 31 to include 21 additional phones 
and add to the patent list 

The '604 Patent 

 “Unified Search”: “The ’604 Patent is directed to a 
universal computer interface that allows a user 
quickly to retrieve different types of desired 
information located on any of the various storage 
media accessible to the user’s computer system, 
including both the computer’s hard drive and the 
Internet, using a single, unified search interface. 

 The accused feature in the Galaxy NEXUS is the 
Google Quick Search Box (“Q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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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47 Patent 

 The ’647 Patent is directed to a computer-based 
system and method for detecting structures, such as 
phone numbers, post-office addresses, and dates, 
and performing actions on the detected structures. 

 Patent also involved in other litigation 

  Apple points to a screen capture of the web 
browser (“Browser”) on the Galaxy NEXUS where, 
upon selection of a phone number found in a web 
page, a user is presented with actions to dial the 
number or add the number as a contact.  

The '721 Patent 

  “The ’721 Patent discloses an invention that allows 
a user to unlock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by 
using a predetermined gesture on a touch sensitive 
screen.”  

 In the galaxy NEXUS: “ When the user makes contact 
with the image, the circle enlarges and the padlock 
disappears. The user then moves the unlock image 
across the touch sensitive display from the first region to 
another region of the display. The device is unlocked 
when the circle is moved to the unlock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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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72 Patent 

  “ The ’172 Patent discloses an invention that 
provides word recommendations for users 
inputting text into a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 and allows the user to select the word 
recommendations suggested.” 

 

Preliminary Injunction 

 '604: In sum, Apple has shown that claims 6 and 19 
of the ’604 Patent are likely both valid and infringed.  
Apple has therefore shown a likelihood of prevailing 
on the merits of the ’604 Patent.  

 '647: “In sum, Apple has shown a likelihood of 
establishing both infringement and validity. 
Accordingly, Apple has shown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of its ’647 Pat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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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Injunction 

 '721: “Accordingly, Apple has met its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721 Patent is likely infringed by 
the Galaxy NEXUS, and that the ’721 Patent will 
likely withstand a validity challenge at trial. 

 '172: “Accordingly, Apple has shown that it is 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 at trial in its claims that the 
Samsung Galaxy NEXUS infringes claims 18, 19, and 
27 of the ’172 Patent.” 

Irreparable harm 

 “The Court finds that ample evidence 
supports Apple’s prima facie case that its 
risk of lost sales is more than merely 
speculative or conjectural.” 

 “Independent commentators have 
described the Galaxy NEXUS as “the 
most credible competitor to the iPhon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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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Nexus”?:  In this context, the Federal 
Circuit’s guidance is clear: Apple cannot 
enjoin the Galaxy NEXUS unless it is able to 
show that the features claimed by 
the ’604, ’647, ’721, or ’172 Patents “drive 
the demand for the [Galaxy NEXUS].” 

 

Nexus 

“In the absence of more specific guidance 
from the Federal Circuit, this Court concludes 
that the requisite causal nexus between the 
alleged infringement and irreparable harm can 
be established by showing either that the 
patented feature is an affirmative driver of 
consumer demand, or that the patented 
feature’s absence would suppress consume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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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The Court is persuaded by the evidence in 
the record that the ’604 unified search 
functionality drives consumer demand in a 
way that affects substantial market share.” 

 “ Apple’s evidence does not demonstrate that 
the links for structures feature actually drives 
consumer demand in a way that affects 
substantial market share. “ 

 

Nexus 

  Nonetheless, on the record as a whole, Apple has 
not met its burden of showing that removal of the 
slide to unlock feature would suppress consumer 
demand to a degree that would substantially affect 
market share.  

 “The Court finds that Apple’s evidenc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auto-correct functionality to the 
viability of touchscreen keyboards is not adequately 
tailored to capture consumer demand for Apple’s 
specific patente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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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D 

 “For the foregoing reasons, Apple’s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is GRANTED.” 

 

 Only with respect to the '604 was there nexus 
for the NEXUS  

 

Apple v Samsung II 

 CAFC 2012-10-10 Prost (Moore, Renya) 

 US Patent 8,086,604 only (“Unified Search”), PI, did 
the district court judge abuse her discretion?? YES 

 “Galaxy NEXUS is only one of more than 300 Android 
smartphones available on the market. The release of 
the allegedly infringing version of the Android 
platform predates the release of the Galaxy NEXUS, 
but Google, Inc. is not a defendant in thi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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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Pending Appeal? 

“Samsung moved the district court to stay the 
injunction pending appeal, but the district court 
denied its request. Samsung appealed. At the 
outset, this court granted Samsung’s motion for 
a temporary stay of the injunction, expedited 
the appeal, and in that light held in abeyance 
Samsung’s subsequent motion for a stay 
pending appeal.”  

Nexus for the NEXUS? 
Is the Harm Related to the Infringement? 

 “But in cases such as this—where the accused 
product includes many features of which only one 
(or a small minority) infringe—a finding that the 
patentee will be at risk of irreparable harm does not 
alone justify injunctive relief.” 

 “We hold that the district court abused its discretion 
in determining that Apple established a sufficient 
causal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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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for the NEXUS? 
Is the Harm Related to the Infringe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atentee’s allegations 
of irreparable harm are pertinent to the injunctive 
relief analysis, or whether the patentee seeks to 
leverage its patent for competitive gain beyond that 
which the inventive contribution and value of the 
patent warrant.”  (Emphasis not in the original) 

Nexus for the NEXUS? 
Is the Harm Related to the Infringement? 

 “Here, Apple’s evidence of causal nexus is limited. 
Apple has presented no evidence that directly ties 
consumer demand for the Galaxy Nexus to its 
allegedly infringing feature. Apple rather makes a 
case for nexus circumstantially, based on the 
popularity of an iPhone 4S application called Siri.” 

 “There is also no dispute, however, that the Galaxy 
NEXUS does not have a feature equivalent to 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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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for the NEXUS? 
Is the Harm Related to the Infringement? 

 “To establish a sufficiently strong causal nexus, 
Apple must show that consumers buy the Galaxy 
NEXUS because it is equipped with the apparatus 
claimed in the ’604 patent - not because it can 
search in general, and not even because it has 
unified search.”    

 “This record does not permit the inference that the 
allegedly infringing features of the Galaxy NEXUS 
drive consumer demand.”   

Likelihood of Success?? 

 Having decided the case on “nexus” the court would 
usually not go to other issues; but here they did. 
Claim Construction. 

 “We hold that the district court’s determination that 
“each” modifies “plurality of heuristic modules” is 
erroneous because it contravenes the plain terms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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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337-TA-794 
“Samsung v Apple” 

 Notice of Investigation Aug 1, 2011 

 2012-09-14 ALJ E. James Gildea Preliminary 

 No violation of Section 337 

 “Investigation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No violation by reason of infringement of US Patents 
7,706,348; 7,486,644; 6,771,980; or 7,450,114 

ITC 337-TA-794 
“Samsung v Apple” 

 '348: Apparat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ding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in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644: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with High Reliability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Packet Data 
Transmission 

 '980: Method for Dialing a Smartphone 

 '114: User Interface Systems and Methods for 
Manipulating and Viewing Digit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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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337-TA-794 
“Samsung v Apple” 

 “It is further held that a domestic industry does not 
exist that practices [the described patents].” 

 A complete public version of the Initial 
Determination after all the parties have submitted 
proposed redactions. 

 October 4: 611 page detailed version released 

ITC 
Apple v Samsung 

 2012-07-05 

 Six smartphones and two tablets 

 Five Utility patents:  

 U.S. Patent No. 7,479,949 on a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U.S. Patent No. RE41,922 on a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translucent images on a 
compute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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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Apple v Samsung 

 U.S. Patent No. 7,863,533 on a "cantilevered push 
button having multiple contacts and fulcrums"  

 U.S. Patent No, 7,789,697 on "plug detection 
mechanisms" 

 U.S. Patent No. 7,912,501 on an "audio I/O headset 
plug and plug detection circuitry" 

 Design 558757 

 Design 618678 

Background Materials 

 Court Documents in C11-1846 
http://cand.uscourts.gov/applevsamsung/casedocs 

 Fosspatents Blog 

 http://www.fosspatents.com/ 

 Jury Foreman Bloomberg inteview: 

http://youtu.be/c9cnQcTC2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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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12 – Patent Litigation in Germany 
          
                                        
                                     

Present Ways (i.e. 
without „EU Unitary 
Patent System) to 
Obtain Patents in 
Europe  

 There is no „European Patent“ yet, which 

would be centrally enforceable, rather the 

so-called „European Patent“, obtained via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from 

European Patent Office (EPO), „explodes“ 

after grant into national patents in the 

designated countries 

 Through EPC, accordingly only national 

patents can be obtained 

 Alternative way to obtain national patents in 

European countries: 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t national patent offices 

 EPC patents and „direct“ national patents 

obtainable either by direct filing (with/without 

Paris Convention (PC) priority claiming) at 

EPO and national patent offices or via PCT 

 EPC patents as well as national patents only 

enforceable country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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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Future 
Ways to Obtain 
Patents in Europe 
by EU Unitary 
Patent System 

 EU Unitary Patent System would give 

possibility to obtain a central „EU Unitary 

Patent“ which would be centrally enforceable 

 

 The Unitary EU Patent („EU Patent“) would 

be a regional patent under EPC covering all 

EU countries except Italy and spain 

 

 The option to choose EU Patent instead of 

EPC bundle patent „exploding“ into national 

patents in designated countries could be 

exercised after grant of EPC Patent 

 

 Option to obtain EU Patent under EU Unitary 

Patent System will not be available in case 

of national pat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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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nforcement 
Possibilities in 
Germany (DE) 

 Civil procedures 

Main procedure 

Fast injunction 

procedure 

 Criminal procedures  

 Custom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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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nforcement 
in Germany – Civil 
Procedure 
 Procedure is bifurcated, i.e. 

specialized civil patent infringement 
courts handle only infringement 
questions 

 Attack against validity of patent only 
possible by separate opposition or 
invalidation procedure 

 Duration of main patent 
enforcement procedure until 
enforceable decision of district 
court (first instance) 6 – 12 months 

 Duration of opposition procedure at 
EPO until first instance (opposition 
division) decision 2 – 3 years 

 Duration of invalidation procedures 
(first instance) at German Federal 
Patent Court (GFPC) 2 – 3 years  

 In all procedures, losing party bears 
court fees and major part of cost of 
winning party (except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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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Injunction 
Procedure 

 Available for both patent and 

utility model litigation 

 Specific requirements must 

be fulfilled 

 Urgency 

 Validity of patent/utility model 

beyond doubt 

 Infringement situation 

beyond doubt 

 Risk of „sudden death“ by ex 

parte decision of court 

 Preventive measure: caveat 

letter („protective w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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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f 
Patent Applications 
against early 
Infringers 

 Branched-off utility models (UMs) 
helpful against „early infringers“ 

 From any pending patent application 
covering Germany, at any time, during 
10 years from effective filing date, an 
UM can be branched-off 

 Registration of branched-off UM at 
Germ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GPTO) takes place 2 – 3 months after 
request 

 Branched-off UM can be tailored 
towards infringing embodiment 

 Several UMs can be branched-off from 
same patent application 

 After patent grant, additionally patent 
can be introduced into pending UM 
litigation procedure 

 In UM litigation, infringement court tests 
both infringement and validity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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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Protection 
of Patents/Utility 
Models in Germany  

 Patent writes its own dictionary  

 If no literal infringement, doctrine of 
equivalents (DOE) available 

 Since decision „Occlusion Device“ 
(X ZR 16/09 of May 10, 2011) of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GFCJ) embodiments described in 
specification but not covered by 
claims „surrendered to the public“ 
and not protectable by DOE 

 Since decision „Occlusion Device“, 
limited file wrapper consideration 
possible in German patent 
infring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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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Patent War“ 
Samsung ./. Apple in 
Germany  

 Mutual enforcement of utility 
patents 

 Non-essential patents  

 Standard-essential patents 

 Mutual enforcement of design 
„patents“  

 Status of most important 
procedures: Samsung 
prevented from offering/selling 
etc. Galaxy Tab 10.1 in 
Germany (fast injunction at 
district court Düsseldorf, 14c O 
194/11, Samsung in appeal; 
Galaxy Tab 7.7 in Germany 
since a couple of weeks not 
distributable because of 
allegation of design registration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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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ability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in Germany  

 „Orange-Book-Standard“ decision of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GFCJ), KZR 39/06, of May 6, 2009, 
important 
 Essential patents subject to 

compulsory licensing for competiton 
law reasons 

 No junctional relief if „newcomer“ 
pays the royalties „as if already 
licensee“ 

 Refusal to license in case of 
essential patents abuse of dominent 
position 

 Courts in particularly Mannheim 
apparently make FRAND-violation-
based compulsory license more 
difficult, but decisive cases pending at 
Karlsruhe appeal court, not yet any 
decision beyond Orange-Book-
Standard by GF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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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legal/procedural Steps to 
improve Enforceability of 
FRAND Obligation  

 One-stop shop for overall FRAND 
license in SSO? 

 Eliminating of automatic injunction 
possibility of essential patents in 
case of FRAND obligation? 

 Publication mechanism in SSO to 
grant, in a binding form, overall 
FRAND license, particularly for 
newcomers 

 including license conditions 
offered? 

 Registration of FRAND obligation in 
Patent Register? 

 License-of-right registration in 
patent registers compulsory? 

 Competion law based compulsory 
license also available against 
design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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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対 Samsung 

 

東京地裁平成24年8月31日（平成２３年（ワ）第２７９４１号） 

［メディアプレーヤーのためのインテリジェントな 

シンクロ操作方法事件］ 

 

 

 

 

 

 

 

 

 

 

Masafumi Iwahara  

(Attorney, Mizutani Law & Patent Office) 
 





Apple 対 Samsung 

 

東京地裁平成24年8月31日（平成２３年（ワ）第２７９４１号） 
［メディアプレーヤーのためのインテリジェントな 

シンクロ操作方法事件］  

弁護士 岩原将文 

事案の概要 

• 米アップル（原告）が、サムスンの日本法人2
社（被告ら）に対して、被告各製品（Galaxy8
機種）と「Ｋｉｅｓ」というソフトをインストールした
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との間で、保存してあ
る楽曲ファイルのシンクロを行うことが（被告
方法） 、米アップルの有する特許権を侵害し
ているとして、被告らが、被告各製品を輸入
等する行為が間接侵害にあたると主張して、
損害賠償金の一部請求として、1億円の支払
を求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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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アイテム 

Ｃ 

メディアアイテム 

Ｂ 

本件特許発明の概要 

メディア
アイテム 

タイトル アーチ
スト名 

品質上
の特徴
１ 

・・・ 品質上
の特徴 

n 

Ａ 

Ｂ 

・・・ 

メディア情報 メディア情報 

メディア
アイテム 

タイトル アーチ
スト名 

品質上
の特徴
１ 

・・・ 品質上
の特徴 

n 

a 

b 

・・・ 

各メディアアイ
テム毎に、 

一致不一致を
対比 

不一致のメディアタイトルについて
シンクロする 

メディアアイテム 

Ａ 

メディアアイテム 

c 

メディアアイテム 

b 

メディアアイテム 

a 

ファイルＣ 

（楽曲Ｃ） 

ファイルＢ 

（楽曲Ｂ） 

被告製品および被告方法の概要 

ファイル名 ファイルサイズ 

A 

B 

・・・ 

各ファイル毎に、
一致不一致を
対比 

不一致のファイルについて 

シンクロする 

ファイルＡ 

（楽曲Ａ） 

ファイルc 

（楽曲c） 

ファイルb 

（楽曲b） 

ファイルa 

（楽曲a） 

Ｋｉｅｓ  + 

ファイル名 ファイルサイズ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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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件特許発明の構成要件  

本件発明１（請求項１１）の構成要件 
Ａ１ メディアプレーヤーのメディアコンテンツをホストコンピュータとシンクロする
方法であって、 

Ｂ１ 前記メディアプレーヤーが前記ホストコンピュータに接続されたことを検出し、 

Ｃ１ 前記メディアプレーヤーはプレーヤーメディア情報を記憶しており、 

Ｄ１ 前記ホストコンピュータはホストメディア情報を記憶しており、 

Ｅ１ 前記プレーヤーメディア情報と前記ホストメディア情報とは、前記メディアプ
レーヤーにより再生可能なコンテンツの１つであるメディアアイテム毎に、メ
ディアアイテムの属性として少なくともタイトル名、アーチスト名および品質上
の特徴を備えており、 

Ｆ１ 該品質上の特徴には、ビットレート、サンプルレート、イコライゼーション設定、
ボリューム設定、および総時間のうちの少なくとも１つが含まれており、 

Ｇ１ 前記プレーヤーメディア情報と前記ホストメディア情報とを比較して両者の
一致・不一致を判定し、両者が不一致の場合に、両者が一致するように、前
記メディアコンテンツのシンクロを行なう方法。 

争点 

(1) 被告方法が本件発明の技術的範囲に属するか否か 

ア．構成要件Ｅ１及びＥ２の充足性 

イ．構成要件Ｆ１の充足性 

ウ．構成要件Ｇ１及びＧ２の充足性 

(ｱ) 「総時間」による比較について 

(ｲ)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ｳ) 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情報」の範囲について 

エ．構成要件Ｈ２の充足性 

オ．構成要件Ｆ２の充足性 

(2) 被告各製品を輸入、販売等する行為が特許法１０１条５号
の間接侵害に該当するか否か 

(3) 被告日本サムスンが被告各製品を輸入、販売等しているか
否か 

(4) 原告の損害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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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本件発明の意義  

「上記記載によれば、本件発明は、従前のデータファイル等
の一般的なファイルについて用いられていたファイル名や
更新日などの情報の比較によるシンクロ方法には、シン
クロが必要か否かの判定についての信頼性に課題があ
り、また、その処理が遅く非効率であったことから、特にメ
ディアファイルについて、そのような課題を克服し、効率
的でインテリジェントなシンクロを実現するために、上記の
ような一般的なファイルに備わるファイル情報ではなく、タ
イトル名、アーチスト名などの属性、あるいは、ビットレー
ト、サンプルレート、総時間などの品質上の特徴という『メ
ディア情報』に着目し、そのような『メディア情報』の比較
に基づいて、メディアアイテムをシンクロする方法を採用
した発明である、と認めることができる。」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の意義  

 「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とは、一般的なファイル
情報の全てを包含するものではなく、音楽、映像、画像等
のメディアアイテムに関する種々の情報のうち、メディア
アイテムに特有の情報を意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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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総時間」による比較について 

  被告製品が、品質上の特徴であるメディアアイテムの
「総時間」で比較を行っているか？ 

↓ 

  判決 ： 否定 

 理由 

① 原告の証拠は、「総時間」で比較していることを
確定的に示す証拠ではなかった 

② 被告らの証拠は、 「総時間」で比較していないこ
とを確定的に示す証拠であった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被告製品で比較の対象とされている「ファイルサイズ」が
「メディア情報」に含まれるか？ 

↓ 

 判決 ： 否定 

理由 

 「ファイルサイズ」は、ファイル名等と同様に、通常
のファイルに一般的に備わるものであって、音楽
ファイル等のメディアアイテムに特有の情報とは
いえ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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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原告主張１ 

  音楽ファイルのファイルサイズは、『メディア情報』に含
まれる総時間とビットレートの積にほぼ等しく、総時間
及びビットレートと密接に関係していることから、音楽
ファイルのファイルサイズも『メディア情報』に該当する  

判決 

  ファイルサイズは総時間とビットレートのみから一義的
に定まるものではなく、当該ファイルが有する種々の
ファイル情報のデータ量によって変動する  

  総時間及びビットレートが同一の音楽ファイルであっ
ても、そのファイルフォーマット形式によって、ファイル
サイズが異なる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原告主張２ 

  音楽ファイルのファイル名及び変更日と、音楽ファイ
ルのファイルサイズとを同一視するのは相当でない  

判決 

  本件明細書等には、『メディア情報』の中に、ファイル
サイズが含まれることを裏付け、又はこれを示唆す
る記載があるわけでも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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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原告主張３ 

  被告製品１では、『メディア情報』の表題の下に、音楽ファイルについてのタ
イトル名、総時間などの属性とともに、ファイルサイズが記載されているこ
とから、被告らが、ファイルサイズが『メディア情報』であることを認めてい
る  

判決 

   当業者において、『メディア情報』という用語が、技術常識あるいは定義に
基づいて確定的な意味を有する用語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と認めるに足
りる証拠はない  

   たまたま被告製品１に関して、被告らが『メディア情報』との表題の下にそ
の下位概念として『サイズ』を含めて用いていたとしても、それが必ずしも
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と同義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  

   被告製品１は、『メディア情報』の表題の下に、タイトル、アルバム、サイ
ズなどのほかに、当該音楽ファイルが保存されている『場所』をも表示し
ていることが認められるから、上記原告の論法によれば、ファイルの保存
『場所』も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に含まれることになるところ、
原告の主張を前提としても『場所』が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ファイルの
一致・不一致の判定のための比較対象とされることはない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ファイルサイズ」による比較について  

原告主張４ 

  被告らの親会社である三星電子が出願した特許の公開特許公報
（特開２００７－２９９３８２号公報）において、ファイルサイズが、
『曲の長さ、歌手、・・・アルバムの題名など』と同じく、音楽ファイ
ルの『基本メタデータ』であると記載されていることを理由に、被告
らの親会社も、ファイルサイズが本件発明の『メディア情報』に当
たることを認めている  

判決 

   たとえ被告らの親会社が出願した特許の公開特許公報において
上記のような記載があったとしても、同公開特許公報における『基
本メタデータ』が、本件発明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と同義である
と解すべき根拠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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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情報」の範囲について 

 「メディア情報」に含まれる全ての属性を比較して、一致不
一致を判断しなくてはならないか？ 

↓ 

判決 ： 肯定 

理由 

①構成要件Ｇ１及びＧ２の記載 からすれば、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

情報』には、構成要件Ｅ１及びＥ２と同様に、少なくともタイトル名、
アーチスト名及び品質上の特徴が含まれる  

②プレーヤーメディア情報とホストメディア情報が『一致』するというた
めには、それぞれに含まれる情報の全てを比較し、それらに食い違
いがないことが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明らか  

③最終的に『一致』の判定をするためには、二つの『メディア情報』に
含まれる情報の全てを比較しなければ、その結論を得ることはでき
ない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情報」の範囲について 
原告主張１ 

  構成要件Ｅ１及びＥ２が、『メディア情報』として備える必要がある
メディアファイルの属性について規定するのに対し、構成要件Ｇ１
及びＧ２が、比較される必要があるメディアファイルの情報につい
て規定するとして、両規定の違いを主張  

判決 

  構成要件Ｇ１及びＧ２は、それぞれ構成要件Ｅ１及びＥ２に続いて、
『前記』又は『当該』の用語を用い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
いうように、『メディア情報』の用語を構成要件Ｅ１及びＥ２と構成
要件Ｇ１及びＧ２とで異なるものと理解することは相当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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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情報」の範囲について 
原告主張２ 

  本件明細書等の段落【００２０】及び【００２１】には、シンクロを行う
べき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にメディアファイルについて記憶され
た全ての情報が比較される必要がないことが明記され、シンクロ
を行うべきか否かを判断する際に、メディアファイルに関する属性
のいくつかが比較される実施態様について記載されているから、
被告が主張するように『メディア情報』に最低限含まれるタイトル
名、アーチスト名及び品質上の特徴の全てが比較されることは前
提とされていないと主張  

判決 

  構成要件Ｇ１及びＧ２におけるメディア情報の比較は、『メディア情
報』に最低限含まれるタイトル名、アーチスト名及び品質上の特
徴の全ての比較を要求していることが一義的に明らかであるから、
原告が指摘するような本件明細書等の記載をもって、特許請求
の範囲の文言を無視して、同文言を別異に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
いものではない   

当事者の主張および裁判所の判断 

比較されるべき「メディア情報」の範囲について 
原告主張３ 

  本件請求項１が、比較される必要のある特定の種類のメディア情
報として、「タイトル名およびアーチスト名との比較」及び「品質上
の特徴の比較」を明記しているのに対して、本件発明に関する構
成要件Ｇ１及びＧ２には、そのような記載がない  

判決 

  本件請求項１の記載との対比から、当然に、本件発明の記載に
ついて、原告主張の解釈が導かれるとはいい得ない  

  本件請求項１が、「メディア情報」のうち比較されるべき特定の情
報を限定して記載しており、本件発明にはそのような限定的な記
載がない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主張とは逆に、本件発明におい
ては、タイトル名、アーチスト名及び品質上の特徴を含むメディア
情報の全ての比較が要求されていると解することも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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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わりに 

ご静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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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삼성,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4년(2012년) 

8월31일 (헤이세이 23년(ワ)제27941호) ‘미디어 플레이

어를 위한 지능적인 싱크로조작방법에 관한 사건’  
 

Apple v. Samsung, Tokyo District Court 

2012.8.31(Heisei 23(WA) 27941) 

 ‘Intelligent Synchronization of Media Player Case’ 
 

 

 

 

 

 

 

 

 

 

Masafumi Iwahara  

(Attorney, Mizutani Law & Patent Office) 

 





Apple 대 Samsung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4년(2012년) 8월 31일  

(헤이세이 23년(ワ)제27941호) 

‘미디어 플레이어를 위한 지능적인 싱크로조작방법에 관한 

사건’ 
 

 

변호사 이와하라 마사후미 

사안의 개요 

• 미국의  애플사 (원고 )가  삼성의  본현지법인 

2개사(피고들)에 대해서, 피고 각 제품(갤럭시 

8기종 )과  Kies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퍼스널컴퓨터와의 관계에서, 저장된 악곡파일의 

싱크로작업을  하는  것 (피고방법 )이 , 미국 

애플사가 보유하는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피고 각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 

손해배상금의 일부청구로서 1억 엔의 지불을 

청구하였다.  

- 99 -



メディアアイテム 

Ｃ 

メディアアイテム 

Ｂ 

본건 특허발명의 개요 

미디어
아이템 

 

타이틀 아티스트  

명 

품질상의 

특징 1 

・・・ 품질상의 

특징 n 

 
Ａ 

Ｂ 

・・・ 

미디어 정보 미디어 정보 

 
미디어
아이템 

타이틀 아티스
트  명 

품질상의 

특징 1 

・・・ 품질상의 

특징 n 

a 

b 

・・・ 

각 

아이템마다 

일치, 

불일치를 

대비 

불일치의 미디어 타이틀에 

대해서 싱크로 함  

미디어 아이템 

Ａ 

メディアアイテム 

c 

メディアアイテム 

b 

미디어 아이템 

a 

ファイルＣ 

（악곡Ｃ） 

ファイルＢ 

（악곡Ｂ） 

피고제품 및 피고방법의 개요 

파일명 파일크기 

A 

B 

・・・ 

각 파일마다 

일치, 

불일치를 대비 

불일치의 파일에 대해서 

싱크로 함 

파일Ａ 

（악곡Ａ） 

ファイルc 

（악곡c） 

ファイルb 

（악곡b） 

파일a 

（악곡a） 

Ｋｉｅｓ  + 

파일명 파일크기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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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 본건발명 1(청구 항11)의 구성요건 

 

A1 미디어플레이어의 미디어 콘텐츠를 호스트컴퓨터와 싱크로 하는 

방법으로서, 

B1 전기의 미디어플레이어가 전기의 호스트컴퓨터에 접속된 사실을 검출하고, 

C1 전기의 미디어플레이어는 플레이어 미디어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며, 

D1 전기의 호스트컴퓨터는 호스트 미디어정보를 기억하고 있고, 

E1 전기의 플레이어 미디어정보와 전기의 호스트 미디어정보란, 전기의 

미디어플레이어에 의해 재생 가능한 콘텐츠의 하나인 미디어아이템마다, 

미디어아이템의 속성으로서 적어도 타이틀 명, 아티스트 명 및 품질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F1 해당품질상의 특징에는 비트전송률, 샘플링주파수, 균일화 설정, 음량설정 

및 총 시간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G1 전기의 플레이어 미디어정보와 전기의 호스트 미디어정보를 비교하고 

양자의 일치·불일치를 판정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양자가 

일치하도록 전기의 미디어 콘텐츠의 싱크로 작업을 행하는 방법 

 

쟁점 

(1) 피고방법이 본건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ㄱ． 구성요건 E1 및 E2의 충족여부 

ㄴ． 구성요건 F1의 충족여부 

ㄷ． 구성요건 G1 및 G2의 충족여부 

(ㄱ)  ‘총시간’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ㄴ)  ‘파일크기’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ㄷ)  비교되어야 할 ‘미디어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ㄹ．구성요건 H2의 충족여부 

ㅁ．구성요건 F2의 충족여부 

(2) 피고 각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이 특허법 101조 
제5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3) 피고인 삼성일본현지법인이 피고 각 제품의 수입, 판매 
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4) 원고의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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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본건발명의 의의 
 

「 상기 기재에 의하면 본건발명은, 종전의 데이터파일 등의 

일반적 파일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던 파일 명이나 갱신일 

등의 정보비교에 의한 싱크로 방법에는, 싱크로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과제로 남아있고, 또한 그 

처리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에서, 특히 

미디어파일에 대해서 그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인 싱크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일반적 

파일에 구비된 파일정보가 아닌, 타이틀 명, 아티스트 명 

등의 속성, 혹은 비트 전송률, 샘플링주파수, 총 시간 등의 

품질상의 특징이라고 할 ‘미디어정보’에 착안하고, 그러한 

‘미디어정보’의 비교에 기초하여 미디어아이템을 싱크로 

하는 방법을 채용한 발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본건발명에 있어서 ‘미디어정보’의 의의 

 

 「 본건발명에 있어서 ‘미디어정보’란, 일반적인 

파일정보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영상, 

화상 등의 미디어아이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미디어아이템에 특유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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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총 시간」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피고제품이 품질상의 특징인 미디어아이템의  

     ‘총 시간’으로 비교를 행하고 있는가? 

↓ 

  판결 ： 부정 

 이유 

①  원고의 증거는 ‘총 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음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었다.  

②  피고들의 증거는 ‘총 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였다.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파일크기」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피고제품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 파일크기 」 가
「 미디어정보 」에 포함되는가? 

 

↓ 

 판결 ： 부정 

이유 

 「파일크기」는 파일명 등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파일에 일반적으로 구비되는 것으로, 음악파일 
등의 미디어아이템에 특유한 정보라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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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파일크기」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원고주장１ 

   음악파일의 파일크기는 ‘미디어정보’에 포함되는 
총 시간과 비트전송률의 크기와 거의 같고, 총 시간 
및 전송률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음악파일의 파일크기도 ‘미디어정보’에 해당한다.  

 

판결 

  파일크기는 총 시간과 비트전송률만으로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파일이 
가지는 다양한 파일정보의 데이터 량에 따라 
변동한다. 총 시간 및 비트전송률이 동일한 
음악파일이더라도, 그 파일포맷형식에 따라 
파일크기가 다르다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파일크기」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원고주장2 

  음악파일의 파일명 및 변경일과 음악파일의 

파일크기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결 

  본건명세서 등에는 ‘미디어정보’ 속에 

파일크기가 포함됨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이를 

시사하는 기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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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파일크기」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원고주장3 

     피고제품 1에서는 ‘미디어정보’의 표제아래, 음악파일에 대한 타이틀 명, 
총 시간 등의 속성과 함께 파일크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파일크기가 ‘미디어정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 

     해당업자에게 있어서 ‘미디어정보’라는 용어가 기술상식 혹은 정의에 
기초하여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우연히 피고제품 1에 관해서, 피고들이 ‘미디어정보’라는 표제아래 그 
하위개념으로서 ‘크기’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본건발명에 있어서의 ‘미디어정보’와 같은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제품 1은 ‘미디어정보’의 표제아래 타이틀, 앨범, 크기 등 이외에, 
해당 음악파일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까지도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상기 원고의 논법에 따르면, 파일의 보존‘장소’ 또한 
본건발명에 있어서의 ‘미디어정보’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도, ‘장소’가 본건발명에 있어서의 
미디어파일의 일치·불일치의 판정을 위한 비교대상이 될 일은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파일크기」 에 의한 비교에 대해서  

 

원고주장4 

     피고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의 

공개특허공보(특개 2007- 299382호 공보)에 있어서, 

파일크기가 ‘곡의 길이, 가수, ···앨범의 제목 등’과 마찬가지로, 

음악파일의 ‘기본메타데이터’라고 기재되어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의 모회사도 파일크기가 본건발명의 ‘미디어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 

   가령 피고들의 모회사가 출원한 특허의 공개특허공보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공개특허공보에 있어서의 ‘기본메타데이터’가 
본건발명에서의 ‘미디어정보’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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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비교되어야만 할 「미디어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미디어정보’에 포함될 모든 속성을 비교하여  일치.불일치를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 

판결 ： 긍정 

이유 

①구성요건 G1 및 G2의 기재에 따르면, 비교되어야만 할 

‘미디어정보’에는 구성요건 E1 및 E2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타이틀 명, 아티스트 명 및 품질상의 특징이 포함된다.  

②플레이어 미디어정보와 호스트 미디어정보가 ‘일치’한다고 

하려면, 저마다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비교하고, 그것들에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가?  

③최종적으로 ‘일치’의 판정을 위해서는, 양쪽의 ‘미디어정보’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비교하지 않고서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비교되어야만 할 「미디어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원고주장1 

  구성요건 E1 및 E2가 ‘미디어정보’로서 구비될 
필요가 있는 미디어파일의 속성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반하여, 구성요건 G1 및 G2가 비교될 
필요가 있는 미디어파일의 정보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하면서, 양쪽 규정의 차이를 주장 

 

판결 

  구성요건 G1 및 G2는 저마다 구성요건 E1 및 E2에 
이어서, ‘전기’ 또는 ‘해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대로 ‘미디어정보’라는 용어를 
구성요건 E1 및 E2에서와 구성요건 G1 및 G2에서 
상이한 것으로 이해함은 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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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비교되어야만 할 「미디어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원고주장2 

   본건명세서 등의 단락 ‘0020’ 및 ‘0021’에는 싱크로 하여야만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디어파일에 대해서 기억된 모든 
정보가 비교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명기되고, 싱크로 하여야만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 미디어파일에 관한 몇몇의 속성들이 
비교될 실시태양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디어정보’에 최소한 포함될 파일명, 아티스트 명 및 
품질상의 모든 특징이 비교될 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다고 주장 

  

판결 

     구성요건 G1 및 G2에 있어서 미디어정보의 비교는 ‘미디어정보’에 
최소한 포함될 타이틀 명, 아티스트 명 및 품질상의 모든 특징의 
비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의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본건명세서 등의 기재를 가지고, 특허청구 
범위의 문언을 무시하고, 동 문언을 달리 구분하여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비교되어야만 할 「미디어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원고주장3 

  본건청구 항1이 기재될 필요가 있는 특정종류의 
미디어정보로서, ‘타이틀 명 및 아티스트명과의 비교’ 및 
‘품질상의 특징비교’를 명기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건발명에 
관한 구성요건 G1 및 G2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판결 

  본건청구 항1의 기재와의 대비에서, 당연히 본건발명의 
기재에 대해서 원고주장의 해석이 도출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건청구 항1이 ‘미디어정보’중에서 비교되어야만 할 
특정정보를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본건발명에는 그러한 
한정적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본건발명에 있어서는 타이틀 명, 아티스트 명 및 품질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정보의 비교가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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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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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 애플 지재권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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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갑 (연세대 법학문대학원 교수) 

Jong-Gap Nah (Professor, Yonsei Univ. Law School) 

 





 2012년ICR센터기획세미나시리즈

삼  v. 애플  지재  쟁   쟁   시사

토  

연 학  법학 학원 수 나 갑

I. 애플 건 (2011가합63647) (김병  수님께 질문) 

- 아 만  보  아  그 능(상 / 비스)에 한 술  태 므

 ( 컨 , 모 능  트 드 모양, 걸 는  모양) 므  식

별  없는 것 라 할 수 습니다. 아  드식  에 는 필

요한 능 라고 볼 수 지 않 가 합니다. 각  에  필요한 보

과 같  능  하는 것  볼 수 뿐 러 미 행 술 나 행

 재하  것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아  열도  GUI 

에  많  사용하  것 었 므  새 울 것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 그런 , 우리나라 경쟁 지법 2  1  목  상 태  모 행

 규 하고 는 , 상 태에 애플 나 삼  아 나 그 열 포함

 수 는지요?   동 항  “타  작한 상 과 동  상 (동

 상  없는 경우에는 그 상 과 능  효용  동 하거나 사한 상

 말한다)  통상  가지는 태  모 한 상 “  상 태 모 행

에  하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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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텔은 3.1조 및 3.2조에 따른 실시권을 인텔 자회사1)에 확장할 권리를 갖는

다. 인텔 자회사에 대한 확장은 당해 기업체가 자회사의 모든 요건을 만족

하고 확장되는 권리가 인텔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유지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삼성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텔은 삼성에게 상기 실시권이 

확장된 인텔 자회사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2) 

II. 삼 건 (2011가합39552) ( 한민  법원  해 에 한 문) 

1. 확장  문  

0 장 에 한 해당 라 스 항

본 쟁  과 삼  라 스  해  미가 고, 결과 같

 실 는 라 스 간만료  하여 장  행사할 수 없는 것  해

니다.  

 사  IMC가 삼  에게 라 스한 모  작하여 

나 애플에게 공 한 것에 하여 라 스계약  범  벗어난 것  

리 진  지 않는다고 시했습니다. 삼 과 애플  계약   볼 

수는 없지만, 결 에 용  계약 에는 사(subsidiaries)에게 장할 

리  가지고 다고 했는 , i) 사  IMC에 해  생산  본 사건 모

과 ii) IA에 하여 매  본 사건 모 에 하여 본 항  용하여 리

진  원 (first sale doctrine/doctrine of exhaustion)  용  여지는 없

는지  듭니다. 

 울 앙지 법원  장 에 하여

③ 2차 수 계약 7.12 에  계약   3 에게 장시키는 

1)  직 , 간  50% 상  지  보 한 업체  미한다.

2) Intel shall have the right to extend the licenses granted pursuant to Paragraph 3.1 and 

3.2 hereof to INTEL Subsidiaries. The extension to an INTEL Subsidiaries shall apply only 

during the time period when the business entity meets all requirements of a Subsidiary 

and the extended rights remain effect for INTEL ….

- 112 -



것  주  목  하는 사  립, 수  지하고 그러한 

3 에 한 실시  장도 한하고 , 3 에 한 

탁 등  범 도 한 하고 는 , ⓸  라 스 계약 3.3 에

는 원고  요 에 한 통보 만  규 하고 실시  장  

행사에 하여는 아 런 규  지 않고 므  실시  장  

해 원고에 한 사  통보나 동  없   할 수  것

나,  라 스 계약에  한 실시  장  한 규  등에 비

추어 보   모든 사에게 실시  여하겠다는 사 는 

보  어 고, 실시  장  행사하  한 별도  극  행 가 

필요한 것  보 는  등에 비추어 보   사라는 사

만  당연   라 스 계약에  실시  장(extension)  

생하거나 동  그 사가 실시  취득하는 것  아니

,  실시  장한다는 극  행 가 어야 할 것 다.

 

라고 시하여 ( 결 160-161) IMC에 하여 라 스 계약  실시  장  

지 않았다고 단하고 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과는 달리, 실시  장  해  별도  극  행 가 

필요하지는 않  것  해  수 다고 보 니다. 냐하  첫째  실시  

장   모든 사에게 장하는 것  아니지만, 장  행사에 어

 별다  극  행  규 하지 않았  니다.  계약에는 “삼

  요청하는 경우  삼 에게 상  실시  장   

사    통지한다.” (3.3. 후 ) 라고 규 하고 는 , 본 항  

장   사에게 생산 등  허락함  생하고,  하여 

장  가지고 는 사 보에 해  삼  에게 극  

요청하는 경우에   통지하는 가 도  규 하고  

니다. 만  삼  사  허락 등 사  차가 필요하다  러한 항  필

요가 없  것 니다. 

째  계약   3 에게 장시키는 것  주  목  하는 사

 립, 수  지하고 그러한 3 에 한 실시  장도 한하고 지

만, 본 항  한  항  해 는 ,  장   안 는 경우

( 지 는 경우)  시하고 므  본 사건 라 스 계약  원  

장  한  없는 것  해 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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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계약상 장  지 않는 것  원 라는 장  는 경우  시

하여야 할 것 다.) 

 

  같  쟁  해 에 한 것 니다. 울 앙지법 결에  

장  다고 하 라도 라 스 간 동안에만 장  는 , 

IMC가  사가  것  계약만료(2009.6.30.) 후  2011.1.31. 

 에 장   여지는 없다고 시했습니다.

2. 리 진:  본건 라 스 계약에 련된 론  측 에 하여 

원고(삼 )는 

“ 리 진  원  특허  는 특허  동 시할 수 는 

에 하여   매가 루어  것과 그 매3)가 내에

 루어  것  요건  하는 ,  사건 모  하여 

 매한 IMC는  사건 라 스 계약  실시 가 아니고 그 

매 장 도 싱가포  등  보 므 , 원고  특허  진 었

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고 는 , 본 라 스 계약  실시지역  “  계” 므 4)  리

진  원  계  실시  여한 라 스 계약 항에 해  (그 

매가 해당  한 가에  루어진) 내 매가   한

 수는 없다고 할 수도  것 같습니다.5) 라 스상 “ 내 매”란 개  

생할 수는 없   아닌가 합니다.  본 라 스계약과 같  “  

계”  리  여하는 경우에는 리 진  쟁   수는 없다고 보 니다. 

냐하 , 계에 라 스  여하  에 매지역  어느 가 건

간에 본건 에 한 리 진  항상 루어지   아닌가 합니다. 

  실시행 가 루어진 가에  리 진원  하지 않  는 

3)“그 매”란 매  미하는 것  해 . (본 삼 주장  결 에  췌, 본 각주는 결  

원본  아니라 본 토 가 추가한 것 )

4) License Ag., clause 3.1.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AMSUNG hereby grants to INTEL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생략), worldwide license,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under SAMSUNG Patents to: make, use, sell (directly or indirectly), offer to sell, import 

or otherwise dispose of all Intel Licensed Products:....

5)   계약  master 계약  수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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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0 라 스 항  에 하여

- 추가하여, 라 스 지역과 한  라 스 계약 작  실 에 

하여 트  한다 , 하나  계약에 하여  계에 리  여하는 라

스 계약 항  지양 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같  식에 

한 라 스 계약  여러  생시키  니다. 

- 는 계약  거법하고도 는 , 컨 , 한민 에 등  특허에 

하여 라 스  하는 계약  거법  본법( 타 미  등 한민  

아닌 다  가)  한 경우에, 그 계약  우리나라법과 특허법에 해  

효한지가  것 니다. 특허법상  실시는 과 같 , 우리나라에  

하지 않는 실시행 는, 본법에  다고 한다  그 라 스 계약

 본법에 해  효하 라도 우리법상 는  수 없다고 해

 니다. 

- 러한 들  고 지 않  것  보통 우리가 미 에  사용하  

계약  양식  들여  우리 것  사용하고 어 러한 고 가 없었  것

 아닌가 합니다. 미  경우에는 우리법상  용실시  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용실시  재하  니다.  용실시  에

만 런 가 는 것  아닙니다. 통상실시  경우에도 공 거래법 

 는 항상  수 습니다.  

-  하나  가상   들 , 어떤 에  A 에  특허  5 , B 에

 특허  5  6월  남  경우에, 하나  계약에 해   계에 특허

 5  6월  한다 , A 에 는 5  특허  5  6월  라

스  하여 leverage가 루어진 것 라 할 수 므  공 거래법  

 야 할 것 니다.

- 그리고  사건처럼 삼 가  계 모든 가에 특허  가지고 지

는 않  것  보 는 , 특허  가지지 않  가에 하여 라 스  강

하고 열티  는 행 가 심각한 법   야 할 험  다는 것

 고 한다 , 계약체결시에 러한 험  피할 필요가 다고 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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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텔이 제3자를 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주조소(foundry) 활동과 관련하여, 3.1

조의 허용 범위는 오로지 인텔의 제조활동만을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제품 디자인은 배제한다.6)

다.  

3. 파운드리(foundry) 항

운드리에 한  항 미가 하나,  3  한 운드리

는  직  삼  라 스한 ‘모 ’  하는 것  허용 는 

것  해 고, 그 후  계약  미는 하게 해 지는 않지만, 

 3 가 공한 계에 라 삼 술  사용하여 하는 것  

라 스  범  벗어나는 것  해 니다. 

그런 , IMC가 한 ‘모 ’   한 운드리  해  수는 없는지 

합니다. 결 에 게시  라 스 항만 는 합니다.  

사(IMC)에게 운드리  할 수 는 것  해  수 므  운드리  

볼 수 는 여지는 없는지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라 스계약법  

달  하지 않아  체  들  지만, 미  경우에는 시  운

드리 지 항  없는 한 운드리는 라 스 계약상 는 것  해

하고 습니다. 우리법도 별  차 가 없  것  단 니다. 사실 계  

 알 수 없어 단할 수는 없지만 운드리 립에 한 도 지 않나 

합니다.

 운드리에 한  에게 공 어야 하므  IMC가 애플에게 매

하 다  는 운드리가 아니므  라 스 계약   것  단 니

6) With respect to the foundry activities of INTEL to manufacture products for a third party, 

the grant of Paragraph 3.1 shall only include the manufacturing activity of INTEL and 

shall exclude the product designs provided by third party.  The exclusion stated in this 

paragraph shall not exclude INTEL's library tools or standard dell that INTEL 

incorporates into any standard or custom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ASIC's) 

that INTEL manufactures for i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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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I. 람

애플과 삼 , 삼 과 애플 사건  새 운 쟁 들에 한 쟁  러  우

리나라  특허법 나 공 거래법  해 과 에 많  향  끼  수 다

고 보 니다. 앞  추 가 고, 항 심 나 그 후에 도 각 300페

지, 250여 페 지가 는 울 앙지법 결과 같 ,  쟁 에 하여 

하게 언 하여 추후에 우리특허법  연 할 수 는 료가  결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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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trust Issues In 

Samsung-Apple Litigation 

   - FRAND and Antitrust Law 

2012. 10. 24. 
 
 

Hyun Ah Kim 
SHIN &KIM 

2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Meaning of FRAND Declaration⇒ No Abuse of Patent Right 

• No Compulsory/ Automatic License  

 No license agreement is deemed to be executed by FRAND 

declaration plus unilateral use of the patents 

• No Waiver of Injunctive Relief 

•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Duty not to seek injunctive relief unless the counterparty expressly 

refuses to negotiate on license agreement 

• Neither Samsung nor Apple has fulfilled the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 No escrow of estimated royalty has been made by Ap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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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Antitrust Issues - Abuse of Market Dominance / Unfair 

Trade Practice 

• Unfair refusal to give access to essential facility  

• Abusive or unfair price discrimination  

• Unfair Obstruction on Competitor’s Business (Unfair 

Impediment to Competitor’s Satisfac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s)  

• Unfair inducement of customers 

 Relevant Provisions? 

• Before the new IPR Guidelines by the KFTC   

• Requirements for Specific Conducts (cf. EU)   

 

 

4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Market Dominance 

• Relevant market definitio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e.g. handsets) or tablet PCs supporting 3GPP 

(product market)  

 Technology Market vs. Product Market 

 Existence of Many Complementary Patents 

 

 

- 122 -



5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Abuse of Dominance 

• Refusal to give access to essential facility 

 Anti-competitive intent and effects should be proved (POSCO 

standard) 

 Apple has not made an official request for license to Samsung- no 

refusal 

 Essential Facility and IPR 

• US vs. EU 

 

6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Abuse of Dominance 

• Unfair Price Discrimination 

 No discrimination 

 No anti-competitive intent o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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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Abuse of Dominance 

• Unfair Impediment to Competitor’s Satisfac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s – disclosure of IPR during 

standardization process  

 Willful non-disclosure of patents for the purpose of foreclosing 

competitors or FRAND declaration without any genuine intent to 

abide by FRAND terms 

 SDO adopts the patented technology based on FRAND declaration, 

without which SDO would have adopted other alternative 

technologies (anti-competitive intent and effects) 

 Breach of FRAND declaration by patent holder 

 Monopolization under Sherman Act  

• Similar to requirements in U.S. Qualcomm case 

 

8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 Unfair Impediment to Competitor’s Satisfac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s – disclosure of IPR during 

standardization process  

 No willful non-disclosure by Samsung 

• No specific requirements on timing or scope of disclosure under ETSI IPR 

policy 

• FRAND declaration made after the adoption of standard does not 

establish willful non-disclosure  

 No deception of SDO by Samsung  

 No breach of FRAND declaration by Samsung 

• Seeking of injunctive relief in and of itself does not establish breach of 

FRAND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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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Unfair Trader Practice 

• Unfair Price Discrimination 

 No discrimination, no anti-competitive intent or effects 

• Unfair Inducement of Customers 

 Similar to Abuse of Dominance 

 US cases 

• Rambus case 

• N-Data case 

 

10 

Korean Court Decision – Samsung vs. Apple 

 Antitrust Intervention on Standardization Process 

• FRAND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interests of essential IPR holders 

and wide dissemination of standard technology  

• Proper reward for innovation 

• IPR holders forego certain exclusive rights by guaranteeing opportunity 

to negotiate on licensing terms to potential users    

• Rationale for Antitrust Intervention  

 Hold-up issue   

 POSCO standard  

• Proof of anti-competitive intent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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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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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3 /Discussion3] 

 

 

삼성/애플 특허판결과 시사점 

Samsung-Apple Patent Judgment 

and Its Implications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Hyun-A Min (Attorney, Da-Rae) 



 



삼성/애플 특허판결과 시사점  

토론자 : 변호사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소송절차의 차이 

  한국의 소송절차 
 

 소장/답변서 제출 -> 쌍방 서면(주장, 입증) 제출,  
  법정 기일에 변론, 증거 조사 -> 판결 -> 항소 
 
미국의 소송절차 
 
 Pleading(소장/답변서 제출) 
 Discovery 
 Pre-trial (Markman hearing) : Claim construction 
 Trial (Jury trial) 
 Post motio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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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iscovery 

  공판 전 사실발견절차 

양 당사자 주도 하에 증거제출, 증인신문, 감정 

상대방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상대방에게 질문사항을 제출하여 답변을 요구 

특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 

전체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감 

미국의 Discovery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모든 증거가 노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불리한 입장인지 정리 

정식 소송 전에 화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계기 

특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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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할 권리 없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부도 당사자에게 증거제출을 적극적

으로 요구하기 어려움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택하여 제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가 산발적으로 제출되어 쉽게 승패를 예

상하기 어려움 

 거의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 

 

애플-삼성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 

  삼성 임원들간에 애플이 가진 기능들을 단말기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간 이메일 

갤럭시S와 아이폰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내부보고서 

삼성이 일부 증언을 동영상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짐.  

위와 같은 증거들이 배심원 평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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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 재판(Jury trial) 

  원피고 중 누구라도 배심 재판을 원하면 배심 재판 

특허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

려 배심 재판으로 가는 특허사건의 비율이 급속히 확대됨 - 

약 70% 

특허권자들은 거의 배심 재판을 원하고, 침해자측은 배심 

재판을 회피하는 경향 

특허사건의 배심원 통상 6 ~ 8명 

 

미국의 배심 재판(Jury trial) 

  특허사건에서 배심원들에게 주는 지침(instruction) 

특허가 무효로 판단 받으려면 – clearly convincing 

통상의 배심원들은 특허청 심사관의 기술, 판단 능력

을 매우 신뢰 

배심원 – 손해배상액수, 고의(willfullness) 판단 

판사는 고의 판단에 따라 3배까지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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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소송의 배심원 평결 

  20페이지의 Verdict Form 

결론에 도달한 이유, 증거를 적시할 필요 없음 

법적 논거 부족 

기술적, 법적 관점보다는 감정적인 내용이 어필 

배심원의 전문성 결여, 경험 부족, 교육 정도 

 

 

애플-삼성 소송의 배심원 평결 

  디자인의 경우  

특허의 경우 –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 

배심원의 편향성  

애플-삼성 소송에서 배심원장의 부정행위 

삼성의 배심원 평결 파기 신청(J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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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항변 - 한국 

비침해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남용 : 특허가 신규성/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무효

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하여 침해금지,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유실시기술 : 피고들이 실시하는 기술은 공지의 기술 또

는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침해소송의 항변 - 미국 

 비침해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효 (invalidity) : 신규성/진보성이 없어서 무효이다. 

 non enforceable (inequitable conduct, laches) 

 FRAND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금반언 원칙, 권리남용)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위반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 거래, 시

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 134 -



시사점 

 미국소송에 있어서 주장할 권리의 특정 

 배심제도의 특성 고려 - 비전문가, 편향성 

  Damage / Injunction 

 Discovery를 통해 현출되는 증거의 영향력 

 특허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사유 개발 

 우리나라 특허 재판의 경향 

  특허권자의 승률, 손해배상액 

 특허권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성과 공정경쟁의 조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민현아 

                   (02)3475-7700 

                     mha0102@darae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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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Peter K. Shin 

 

Professor Peter K. SHIN is an American patent attorney, an attorney at law, and a CPA, and 

teaches IP laws in KAIST as well as many other universities, including Korea University, in 

Korea. He has two bachelor degree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one as a computer science 

major and the other as an accounting major. Also he has a J.D. degree from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in Chicago, Illinois.  

Professor SHIN was an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s auditor, a senior accountant at 

Transamerica Commercial Financing, and managed his own patent law firm and a CPA firm for 

almost eighteen years. He dealt almost 200 America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ases while 

he was in America. 

As a legal counsel and an advisor, he has been serving many Korean governmental braches, 

including Korean General Counsel in Chicago, KOTRA, Small Business Corporation, Korean 

Venture Companies Association, and Korean Supreme Court as well as Korean President’s 

Council on 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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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Byung-Il Kim 

 

KIM, Byungil is Professo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Korea. 

He is also the Co-Director of  Hanyang IP & Information Law Centre, Hanyang University and 

the Co-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Prior to taking a position at Hanyang, 

he researched at Universities of  Munich, Houston and Oxford. He holds a Dr.jur (LMU, Munich 

German), LL.M (Yonsei University), and a DBA. (Yonsei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Patent Law, Competition Law, Information Law, and Licensing Law. 

 

J. Jeffrey Hawley 

 

Jeff  was born in Boulder Colorado on July 15th, 1947. After living in Edmonds Washington, 

Sacramento California and Ankara Turkey, he attended high school in Pleasantville, New York. 

He attende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ngineering where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 in 1969. He is a member of  Tau Beta Pi. 

Jeff  joined Eastman Kodak as a Chemical Engineer in the Photographic Technology Division in 

July of  1969. In 1974, he transferred to the Patent Department and attended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where he received a Juris Doctor degree in 1978. He was admitted to 

the New York State Bar in 1979. 

Jeff  has served a variety of  roles in the Kodak Patent Legal Staff. He became Group Patent 

Counsel of  the Patent Legal Staff  Health Group in 1989, and the Assistant General Counsel, 

Patent Legal Staff  in 1996. 

He is a past president of  the Roches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nd a past 

president of  PIPA (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He was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in 2004-5 and remains on the IPO Board of  

Directors. He currently serves on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ssociation of  Corporate 

Patent Counsel (ACPC) and is the Treasurer. He is a member of  the Franklin Pierce Law Center 

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 He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 He is also a member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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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AIPLA) and the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ACC). 

Jeff  is a tennis player in the winter, a boater in the summer and a photographer year round. 

 

Heinz Goddar 

 

Heinz Goddar, Prof., Dr., a German Patent Attorney and European Patent and Trademark 

Attorney, is a partner of  Boehmert & Boehmert, with his office at Munich. Technical 

background (as well as PhD degree) in physics, with a focus on polymer physics. He teaches 

Patent and Licensing Law as an Honorar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remen, Germany, as a 

Lecturer at the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 Munich, Germany,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and th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pei, and as a Consul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uazhong, 

Wuhan, China. He is a member of  the Professors Committee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IPP) at Peking University (PKU), Beijing, China, and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Tongji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TGIPI), Shanghai, China. Prof. Dr. 

Goddar is an Adjunct Professor and an Honorable Consultant in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t 

the National Yunl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nlin, Taiwan. He is also an 

Associate Judge at the Senate for Patent Attorneys Matters at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and a Director at the Glob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GIIP), Delhi. He is a Past 

President of  LES International and of  LES Germany and has received the Gold Medal of  LES 

International. Contact and further information: goddar@boehmert.de, http://www.boehmert.de. 

 

Masafumi Iwahara 

 

Masafumi IWAHARA acquired the master's degree about information engineering to the Osaka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Japan in 1992.  

The subject of  research of  a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age i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as mainly doing research on inductive study.  

At the time of  a graduate school, the excellent paper prize was won i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He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joined the advertising agency, performed plan of  the 

special image work used in an exposition etc., and work, and did producing of  the pavilion of  an 

exposi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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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became a Attorney-at-law in 2000 and belonged to the Mizutani law & patent office. 

He specialize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 and patent right, and makes elated 

especially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about high technology including information engineering. 

He is IPR Advisory Staff  of  Japan Customs, Member of  Rule maintenance subcommittee of  

Economic subcommittee of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mber of  judicial precedent study group about patent protection of  software related 

inventions of  Softwar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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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ists  

 

Nah Jong-Gap  

 

EDUCATION 

J.S.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2001)  

LL.M.,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7) 

LL.B.,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aw (1991) 

EXPERIENCE (teaching)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AjouUniversity  

Assistance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HannamUniversity 

EXPERIENCE (practice) 

Partner, Sechang Law Offices, Seoul Korea 

 

Kim Hyun-A 

 

I am a partner of  Shin & Kim and my main areas of  practice include antitrust law, 

environmental law and general corporate matters. 

In the earlier years of  my career, I have been involved in many signific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acquisition 

of  commercial buildings using various financing structures such as ABS or REITs) with specialty 

in antitrust law.  After finishing the LLM program at NYU in 2005, I have been focusing on the 

antitrust matters.  As a member of  the firm’s Antitrust Practice Group, I have represented 

many of  huge domestic companies as well as multinational companies in various antitrust cases 

such as cartel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buse of  market dominance (including abuse 

of  IP rights issue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2009, I started to study environmental law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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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 progra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limate change issue.  I have worked with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in drafting 

the Emission Trading Act and I am currently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 

legal advisor for the matters relating to climate change conferences. 

 

Min Hyun-A 

Lawyer, Patent Attorney, Darae Law & IP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IP LL.M.. 2010) 

Consulting advisor, Bio-legal part, BMCC of  Samsung Medical Center (present) 

Member of  FTA special Committee, Seoul Bar Association (present) 

Lawyer, Advisory panel for investigating trade secret infringement, Trade Committe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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