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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 소송 HTC 승소: 중국 핸드폰 제조사 대만달러 2860 만원 

배상판결 

 

HTC1)는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하였고, 북경지식재산권 법원 1 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이 소식에 의하면, 중국핸드폰 제조업체 Meizu2)의 Meilan 

Note5 3)및 Gionee4)의 Gionee M65)등 2 종류의 핸드폰이 

HTC 의「이동장치」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금속케이스의 안테나구조를 가진 이동장치로, 금속케이스로 

인한 복사신호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이었으며, 

금속외관에 안테나를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HTC 는 2013 년에 HTC One M7 핸드폰을 출시할 때에 이런 디자인을 

채탁하였고, 해당 설계는 HTC 를 대표하는 핸드본의 주요 외관 

특징이었으며, 2017 년 U11 을 출시하여 유리본체로 개량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은 Meizu 와 Gionee 가 HTC 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등에 대한 배상으로 중국돈 650 만원 

(대만달러 2860 만원 상당) 을 Meizu 와 Gionee 는 HTC 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01) 

 

역주: 

1) 영문명, HTC Corporation, 중국어명 宏達國際電子股份有限公司를 지칭. 

2) 영문명, Meizu Technology Co., Ltd. 중국어명, 珠海市魅族科技有限公司 

3) 영문명, Meilan Note5, 중국어명  魅藍 Note5 

4) 영문명, Gionee Communication Equipment Co. Ltd, 중국어명 深圳市金



 

 

 

2 

 

立通信設備有限公司 

5) 영문명, Gionee M6, 중국어명金立M6 

 

K200101Y4 

K191231Y4 

01 입법원, 영업 비밀법을 삼독 통과하여「조사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지혜국 공고에 따르면, 입법원은 2019 년 12 월 31 일 영업비밀법 부분 조문 

수정 초안을 3 독으로 통과하였고, 「조사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중인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였고, 조사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년이하 징역에 처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 차 비밀유출을 피하고, 

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해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검찰은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안은 또한 외국인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상호간의 호혜원칙에 의거, 아직 인가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소송을 해당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투자의 촉진과 산업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금회 수정법안은「조사비밀 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2017 년 2 월 

지혜국은「영업비밀 법률 수정 형사책임 시행 효과 검토 회의」 

를 개최, 산업계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사건 집행효과가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업비밀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해결을 위하여, 

해당 법원에「조사비밀 유지명령」을 건의하고, 조사단계에서 조사비밀 

유지의무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비밀의 2 차유출을 피하도록 하였다; 「조사비밀유지제도」는 2018 년 

3 월 행정원이  중국본토가 대만에 대한 조치로 제시한 8 대 전략중의 

하나인 「영업비밀보호강화」이기도 하다. 

 

「조사비밀유지명령」제도와 관련한 주요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의 권한에 따라 

조사비밀 유지명령을 발부 할 수 있다. 

2. 조사비밀 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조사 내용을 조사절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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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사비밀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3. 조사비밀 유지명령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비밀 

소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비밀 유지명령의 철회 또는 변경 절차 그리고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4. 조사비밀 유지명령 위반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만달러 1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영업비밀 보호법은 2013 년에 형사책임을 추가로 명기하였으나, 이전에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조사과정중 

보다 많은 회사내부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했기에,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회사 비밀에 대한 2 차 유출을 우려했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는 비밀의 더 큰 유출 위기와 경쟁업체가 더 많은 영업비밀을 알게 

하는 가능성에 직면했었다.  

 

금회 해당 법의 수정이 통과된 후에는, 이러한 2 차 유출에 대한 우려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이를 통해 각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영업비밀침해사건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협조하고, 곧바로 불법유출 

행위에 타격을 주어, 속전속결의 목표를 달성하며, 대만 

영업비밀보호환경을 보다 낫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