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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Entegris, 특허 침해건으로 대만 Gudeng 을 고소 그러나 양자간 

합의 

 

반도체 장비 및 재료 업체인 Gudeng1)은 2020 년 11 월 18 일 기자 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는 미국 Entegris2)와 RSP3) 및 EUV4) POD 등의 제품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분쟁중인 모든 소송을 해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비밀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고있다.（2020.11） 

 

역주: 

1) 중국어 家登精密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 Gudeng Precision Industrial Co., Ltd. 

(Gudeng) 

2) 미국 재료공급사 Entegris, Inc 를 지칭한다. 

3)  레티클 SMIF 포드(Reticle SMIF Pod)를 지칭한다. 

4) 극자외선(Extreme Ultra Violet)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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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0 년도 국가 발명 창작상 수상 명단 발표 

 

「2020 년도 국가 발명 창작상」1)의 수상 명단이 최근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총 43 개 특허가 채택하여 입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 발명상에 

금상 6 건, 은상 20 건, 창작상에 금상 5 건, 은상 12 건으로 그 총상금 

대만화폐 860 만원에 달했다. 

 

지재국 2)에 따르면, 2020 년도는 총 583건이 참가하였고 수상 작품은 광전자 

액정, 정보 통신, 바이오 의약, 생명 공학 재료, 스마트 기계 및 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 등의 산업 분야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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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상에 「깊이 정보/파노라마 이미지에 대응하는 이미지 장치 및 그와 

관련된 이미지 시스템 (특허 번호 I660231)」,「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측정 장치,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번호 I645733)」, 「III 형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써의 퀴놀린 화합물 (특허 번호 I648266)」, 「절삭 

공구 핸들 (특허 번호 I666087)」, 「충격 제한 및 완충 장치 (특허 번호 

I611882) 」,「렌즈 모듈 및 안저 카메라(fundus camera) (특허 번호 

I629045)」등이 포함되어 다수의 특허를 통해 대만의 「바이오 · 생명 

공학산업」의 강점을 옅볼 수 있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MiiS3)의 특허 「렌즈 모듈 및 안저 카메라」는 렌즈 모듈과 

조명 시스템을 결합한 휴대용 안저 망막 촬영 장비이며, 작고 가볍고 

동공을 확장할 필요도 없고 신속하게 촬영하고 해상도가 높은 디지털 안구 

이미지를 곧바로 표시, 기록, 전송할 수 있는 등의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및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위탁자 브랜드 

디자인으로 생산한 제품 (ODM 제품)과 상업화 된 최종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당 특허와 관련한 기술 개발의 성과와 가치는 명확하고 

상품화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창작상에는 「공용게이트가 있는 화소 구조 (실용 신안 번호 M561222) 」, 

「철근 마찰 용접 기계 구조 (실용 신안 번호 M567788)」 ,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의장 번호 D190775)」, 「냄비 (의장 번호 D195062)」, 

「휴대용 진공 장치 (의장 번호 D184890)」'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 Darhung4)이 개발한 「철근 마찰 용접 기계 구조」는 기존 용접기의 

과제인 핵심 부분의 유압 실린더의 돌출 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계적 

으로 압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용접의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해결한 것이며, 생산량, 정밀도, 품질,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되어 국내외에서 판매된다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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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중국어 2020年國家發明創作獎 , 영어 2020 National Invention and Creation 

Award 

2) 대만 지혜재산국, 한국 특허청에 상당한다. 

3) 중국어 晉弘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 Medimaging Integrated Solution Inc. 

(MiiS) 

4) 중국어 達鴻機械股份有限公司, 영어 Darhung Machinery Co., Ltd (Dar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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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만 지혜국은 「상표법 부분 조문 개정안」행정원 심사본 공고 

 

상표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의 구축을 위한 경제부 지혜국은 상표법 부분 

조문 개정안 (개정 16 조 신설 2 조 포함)을 작성하여 2020 년 10 월 27 일 

행정원 심사에 보냈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의 전문 능력을 가진 자는 상표 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으며 

등록후 상표 대리 업무를 할 수있다; 상표 대리인 능력 인증, 등록조건, 

훈련 방법 및 시간, 관리 조치, 등록의 취소 또는 철회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임시규정 및 그 

등록 출원 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 6 조 개정 제 109 조 제 

1 항 신설) 

2. 상표 대리인 관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 주무 기관은 상표 

대리인 명단부등 설치하고 상표 대리인 등록등 관련 사항을 외부 

검색에 제공한다. (제 12 조 개정) 

3. 사업 주체가 시장에서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업무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표 등록 출원인의 

자격 주체를 규정한다. (제 19 조, 제 99 조 개정) 

4. 대만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세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표 등록 출원 안건의 조기 심사 제도를 신설한다. (제 19 조, 제 

104 조 개정) 

5. 상표 도안의 기능을 갖는 부분에 대해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 

30 조 개정) 

6. 상표권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 공정상표의 사용, 선의의 선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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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법 실무에 적용한다. (제 

36 조 개정) 

7. 상표 등록에 대해 상표법 제 30 조 제 1 항 제 15 호에 규정된 타인의 

사전권리를 침해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신청시 「판결이 

확정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한다;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고, 게다가 무효 심판의 배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제 58 조, 제 62 조 개정) 

8. 무효 심판 청구의 절차 요건 규정을 완화한다. (제 65 조 개정) 

9. 등록하지 않고 상표 대리인을 담당한 경우의 벌칙 및 상표 대리인이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또는 해제 공고후 효과를 규정한다. (제 98 조 1 

신설)（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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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영상 공유 사이트 8maple 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권리 침해의 시가 총액은 대만화폐 10 억원에 이른다. 

 

진(陳)씨와 장(莊)씨 (남자)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8maple1)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외에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허가 않은 영화, 드라마 

및 TV 프로그램 (시리즈)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이트의 파일과 

링크하여 직접 8maple 에 임베드하여 불특정 민중의 감상에 제공한 후 

인터넷 광고로 불법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복제 

및 공중 송신, 공개 방송 등을 행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 대만 도원(桃園) 

지검 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2 명을 기소했으며, 약 대만화폐 6700 

만여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8maple이 침해한 시청가능 저작물 작품은 대만 드라마 107편, 미국 드라마 

64 편, 일본 드라마 60 편 및 영화 144 편에 달하며, 저작권자인 CKTV2), 

Sanlih3), Fuji TV4), CCII5), Warner Bros6)등의 기업이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였고 

그 권리 침해 총액은 대만화폐 10 억원 가까이에 이른다. 

 

향후 범죄 수익의 수금 및 회수를 고려하고 고소인들에게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도원(桃園)지방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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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陳)씨와 장(莊)씨 이름으로 된 불법 자금과 부동산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했다.（2020.11） 

 

역주: 

1) 중국어 楓林網, 영어 8maple.ru (8maple) 

2) 중국어 史坦利國際傳媒公司, 영어 CK Stanley (CKTV) 

3) 중국어 三立電視公司, 영어 Sanlih E-Television (Sanlih) 

4) 중국어 富士電視台公司 영어 Fuji Television Network, Inc. (Fuji TV) 

5) 중국어 采昌國際多媒體公司, 영어 CaiChang International, Inc. (CCII) 

6) 중국어華納兄弟娛樂公司, 영어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Warner Br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