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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know Who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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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know Who he is? 
David Hillel Gelernter!

From 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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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May Owe $625.5 Million 
for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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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 기타 (최근 기사화된 IT 분야의 분쟁)

원고 피고 국가 배상액 판결일 분야

LPL CPT(대만) 미국
1억6백만$
(화해)

2007.11 디스플레이

램버스 하이닉스 미국 1억4천만$ 2006.04 반도체

알카텔루슨트 MS 미국 15억$ 2007.02 MP3

인터디지털
삼성 미국 1억4천만$ 2007.12 2G 장비

LG전자 미국 2억8천만$ 2007 WCDMA

이긍해
(항공대교수)

MS 한국(고법) 약600억(청구) 2008.02 한/영 전환

브로드컴 퀄컴 미국 약2천만$ 2007.12 PTT 기능 칩

아나스케이프 닌텐도 미국 2100만$ 2008.05 게임기 콘트롤러

삼성 마쓰시다 반도체특허 CL 2008.02 반도체

엠엔씨/임팩트라 삼성 한국 20억(청구) 2008.03 가로폰

LG 월풀 미국 2008.04 세탁기

삼성 KTFT 2005 : 삼성전자의 천지인 특허와 KTFT의 듀얼폴더 특허 공유

샤프/삼성 삼성/샤프 미/한/일 2007~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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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bout patent 
infringement in our county?

n There is no big patent infringement 
case in our county. 

n Why?

n Who file a patent litigation against SS, 
LG, HM, SK and so on?

n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 70%, 특허침해
소송시 챔해성립률: 25%, 특허권자 이길
확률: 20%, 손해배상액: 청구액 1/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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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uccessful case-천지
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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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uccessful case-한영
자동변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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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uccessful case-ETRI 
표준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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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표준특허 피해 사례우리기업의 표준특허 피해 사례

v CDMA 이동통신기술은 우리나라가 상업화에 성공하였으나 표준특허 미확보로

퀄컴에 5조원의 로열티를 지불

v Interdigital사는 휴대폰관련 표준특허 소송으로 삼성과 LG로부터 각각

1억3400만달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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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분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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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전쟁



Nokia-Apple 표준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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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요 – Nokia 소송

n Nokia가 Apple에 소송 제기
n Apple의 제품이 GSM, UMTS, wireless LAN표준에 따르며, 

Nokia의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

n 노키아측 주장 내용
n APPLE과 10건의 GSM, UMTS, 802.11 표준 특허 라이센스 계
약을 맺고자 하였으나, Apple의 거절로 무산

n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

nPortfolio rate/average per-patent royalty 제공

n Nokia의 특허는 표준 특허(essential)이며, 표준을 따르는 Apple
의 제품(iPhone, iPhone3G, iPhone3GS)은 특허 침해임.

nGSM, UMTS: ETSI

nwirelessLAN: IEE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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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UMTS-Nokia 특허 현황

n GSM 관련
n GSM: 1427건 (US-9건)

n GSM/AMR-NB : 4건
(US-3건)

n UMTS 관련
n UMTS: 1567건(US-35건)

n IEEE 관련
n US 등록 특허 총 34건

GSM 특허-Essential 기준
(Nokia: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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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구의 특허 관련 정책

- ISO/IEC/ITU는 ’07.3월 공동 특허정책을 발표

- 특허정보 통보 및 공개의무, RAND 라이센싱,  라이센싱

거부시 표준 폐지 등이 주요 골자

- 특허 분쟁에 대한 책임회피로 실효성에 한계

구분 ISO/IEC/ITU ETSI IEEE

공개규
칙

특허정보 공개 의무 특허정보 공개 의
무

특허정보 공개 가
능

라이센
싱 규칙

- RAND

- Royalty Free

-FRAND - RAND

- Royalty Free

라이센
싱 거부
시

표준개정 또는 폐지 표준에서 제외 표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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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요 – Apple 반소

n Apple은 Nokia에 반소 제기
n Apple의 주장 내용

n Nokia의 특허가 essential을 선언한 것은 인정/essential은 부
인

n Nokia의 특허를 비침해함.

n Nokia는 F/RAND 조건의 라이센싱 전략을 제시하지 않음
n Apple의 비표준 특허에 대한 grantback을 시도함 – F/RAND 위반

n Nokia의 F/RAND 서약은 지켜지지 않음 à Apple  피해

n Nokia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
n Nokia는 F/RAND 서약을 SSO에 제출하고 이러한 조건하의 계약

을 거절하였음

n Nokia는 Apple의 비표준 특허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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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노키아는 ETSI나 IEEE에 F/RAND commitment 및 애플에 표준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의무 존재

n Nokia’s refusal of F/RAND licensing terms to Apple for any of Nokia’s 
purported essential patent.

n Nokia’s demand of apple royalties and other terms

n 2007년 말, 협상 중 애플은 산업표준에 not essential한 특허들에 대한
cross-license에 동의하지 않음

n 애플은 비표준특허에 대해 라이센스할 의무없음(Apple’s no obligation to 
license non standards-essential patents) 

n 2008년 봄에, 노키아는 애플의 몇 개의 비표준 특허에 대한 cross-
license 요구->애플은 노키아의 제안 거절

n 2009년 5월에, 노키아는 2008년 봄에 제안했던 로열티의 약 3배의 로
열티 요구

n 2009년 9월에, 노키아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Nokia’s demand of 
highly excessive royalties virtually identical to those sought by 
Nokia two years earlier at the outset of the parties’ negotiation)

F/RAND 조건 라이선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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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조건 라이선스 위반

n F/RAND 로열티와 관련해 노키아의 부당한 요구
n 애플은 표준과 무관한 다양한 특허 기술에 대한 상호 라이선

스(grantback)를 노키아에 제공하라고 요구
n 표준화를 진행한 SSO들에 제공한 노키아의 확약서 위반.

n 로열티나 경쟁자인 애플이 표준 대응 제품을 노키아나 다른 표
준특허권자와 경쟁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로열티를 노키아는
요구해야 함.
n 노키아는 경쟁자의 가격을 올려, 애플이; 

n More broadly threaten to further increase royalties and other costs
n Resulting in increased prices and decreased quality and innovation 

for downstream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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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배경_노키아와 애플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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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OJECT

n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제품이 침해하는 20개 이상
한국특허 매집

n 장래 애플의 제품에 적용될 한국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n (1)4G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상전화(75%)
n (2)대시 보드형 홈 화면(50%)
n (3)음성인식 통제기능(75%)
n (4)RFID(10%, 특허출원)
n (5)생체인식보안(20%)
n (6)적외선 리모컨 기능(10%)
n (7)위치기반 서비스(특허출원)

n 수익분배구조
n 투자자:특허권자들:수행기관=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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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n ETSI IPR policy & guideline

n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n Analysis of Patents Declared as 
Essential to GSM as of June 6, 
2007(Fairfield Resource International)

n 표준화기구의 IPR정책 및 분쟁사례(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 PD 박 주 승)

n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Ser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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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트국제특허의 소개_표
준특허 관련

n 특징
n S사 3GPP 및 3GPP2, IPTV, OMA, H.264+H.265 등

표준특허
n L사 802.1x series 표준특허, MPH 및 TPEG, UWB 등

표준특허
n L사 LCD, OLED, PDP, LED 전략특허
n P사 LTE-A 표준특허
n 가시광통신(IEEE 802.15에서 논의중) 표준특허 및 LED 

유효특허
n 유무선통합 표준특허 창출사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