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 et에서 특허침해 정보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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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많은 신문, 잡지, 저널에 소개되는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러나 대부분이 요약된 듯한 내용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를 얻고자 노력해도

헛수고에 그친다. 이럴 때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

해해야만이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한된 자료에 아쉬움만 남

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신문기사들이 지면상의 문제로 요약·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잡지에서는 이것을 좀 폭넓게 조사해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주었

으면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겨우 신문내용을 인용하

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속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외에

전문적인 잡지나 책에서는 심도 깊게 파헤쳐서 갈증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 없다. 다만 남의 것을 빼끼기에 급급하다.

아무튼 최근에 질레트(Gillette)사에 대한 특허침해판결이 보도되었다. 때를

맞추어서 상품광고도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았는데, 방영내용은 특허자체

를 광고하는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침해로 판결되었는데도 불구하

고, 광고는 새롭게 개발한 내용의 신기술내용을 담고 있으니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침해사실을 모르는 일반소비자들은 질레트의 신기술로 오인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호기심에 물건을 살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는 신디아

(Syndia)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로 질레트는 배상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리 TV광고를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잠시라도 방영을 해

야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면도날업체로서의 자존심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보도한 짧은 글로부터 시작하여 추가적인 인터넷검색을 하



여 부족한 정보를 더 찾아봄으로 인해, 세부적인 기술내용까지 밝혀보는 것

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즉 관련된 특허의 번호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기술

내용은 어떤 것이며, 나아가서는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자.

2. 질레 트의 발명역 사 (?)

우선 질레트라는 회사를 모르는 남자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인터

넷 검색을 통해 질레트라는 면도기가 어떻게 탄생했는 지를 찾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질레트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해야만 하는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

침 무디어진 면도날로 얼굴을 벤다. 이 때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쓰다가 칼

날이 무디어지면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 끼우자는 것이었다. 면도에서 면도날

을 분리시키는 분해와 대치의 아이디어였다. 그의 아이디어가 20세기 남성의

얼굴과 생각을 바꿔놓았다. (이어령)

19세기까지 남성 상징은 수염이었다. 그러나 20세기는 남성 얼굴에 수염이

없는 세기다. 이 같은 남성 혁명의 일등 공신은 인류 최초 안전 면도기를 발

명한 킹 캠프 질레트(1855-1932)였다.

1901년 12월 2일 세일즈맨 출신 발명가 질레트는 동료 닉커슨과 공동으로

안전 면도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1902년 대량 생산에 들어갔지만, 51개 면도

기와 168개 면도날을 파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 질레트는 9만개 면도기

와 1,240만개 면도날을 생산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속에서 생활했

던 병사들에게 질레트 면도기가 지급됐고, 종전 후 귀환 병사들을 통해 본격

적으로 대중화됐다. 오늘날 질레트사는 매일 1억2,000만명이 지구촌 각지에

서 질레트 면도기를 사용한다고 자랑한다.

질레트 면도기는 세일즈맨의 시대인 20세기적 발명품이다. 질레트가 늘 깔끔

한 용모를 유지해야하는 세일즈맨이었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면도기를 꿈꾸

었던 것. 하찮은 생활용품이지만 질레트 면도기에는 20세기 문명의 비밀이

숨어있다.



면도날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세기적 분리-조립 시대의 정체성이다. 원래 동양은 전체를, 서양은 부분을

중시했다. 동양이 칼을 고집하고 있을 때 서양은 분해 조립되는 소총을 개발

했다. 몸체와 부품이 분리되는 질레트 면도기는 그 같은 서양적 사고에서 나

올 수밖에 없었다. 20세기가 부품 조립 생산 시대가 된 것은 질레트적 사고

가 서양 사회에서 보편화된 결과다.

부품 사회는 '작은 것의 위대함'을 입증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라디오 시대

가 열렸다. 모든 전자 제품에 필수적인 회로 부품 '트랜스포머' (변압기/ 1879

년 발명)가 실용화됐기에 가능했다. 한국인은 40년대에야 트랜스포머를 처음

만났다. 소형 모터 등장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컴퓨터, 호출기 생산

을 촉진시켰다.

질레트 면도기가 발명된 해에 인스턴트 커피도 처음 등장했다. 소비자가 숙

련된 솜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시대가 열렸다. 초창기 질레트 면도기

광고는 갓난 아이가 면도하는 그림이었다. 질레트 면도기는 인류에게 '대체'

개념도 불어넣었다. 오늘날 장기 이식 수술은 그 같은 '대체 문명'의 최정점

을 보여준다.

질레트는 면도기 발명가로만 생애를 마치지 않았다.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민중의 협동' (1924)이란 책을 통해 경쟁은 비합리적이라면서 민중이 모

두 주주로 참여하는 거대 회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 체제를 주장했

다. 하지만 그의 이상주의는 면도기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 책은 일회

용품처럼 잊혀졌다. (http :/ / arcady .com .ne.kr/ adieu / out/ b10.htm)

질레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특징과 제품등을 알 수가 있다. 국

내에서는 www .mach3.co.kr을 방문하면 되는데, 이곳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Contac Us - FAQ 중에서 04 에는...

04　 CLD(다이아몬드 카본 코팅 공법) 날 처리 기술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

합니까?



ANSWER : 더욱 우수한 면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질레트는 30년 만

에 처음으로 면도날을 근본적으로 리엔지니어링 했습니다. 10년에 걸쳐

개발된 이 특허 기술은 질레트가 기존의 질레트 면도날보다 끝이 더 얇

은 면도날을 생산하고 이 날 끝에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코팅을 입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더 쉽게 수염을 깎아주는

전혀 새로운 면도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하3 이용자들은 면도기를

끌고 잡아당기는 동작이 줄어들어 매우 편안한 면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다이아몬드 카본 코팅 공법이 질레트의 기술인가? 이 홈페이지에서

는 자신만의 기술이며,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치

만 다음의 특허분쟁보도기사를 살펴보면 명백한 침해이다.



3. 국내 외보도 기사 및 인터 넷 검 색

질레트 특허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

[ 속보, 세 계] 2 0 0 2년 0 6월 1 9 일 (수) 0 9 : 0 5

발빠른 속보다. 하지만 허점 투성이다. 왜냐면 기사를 읽고나서

모르는 부분이 더 생긴 것이다.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하는 데, 오히려 이 기

사를 읽고나서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 느낌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1) 신디아 (Synd i a )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2) 어떤 코팅기술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침해했는가?

(3) 관련특허번호는 무엇인가?

(4) 시카고 연방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입수 할 수 있나?

(5) 개인발명가 제롬 레멀슨은 누구인가?



우선 이 기사의 원문이 될 수 있는 외국의 보도내용을 찾아보기로 했다. 정

확하지는 않지만 다음 사이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원문을 찾아

내기 위해서는 www .lycos.com을 이용하였으며, 영어 키워드를 사용했다.

(http :/ / www .businesstoday.com/ bu siness/ business/ gil06192002.htm)

Gillette must pay $10M patent ju dgm ent

by Greg Gatlin

Wednesday, June 19, 2002

A federal ju ry in Chicago has told Gillette Co. to pay patent company

Syndia Corp . $10 million for infringing patents that cover a method for

coating razor blades, a verdict Gillette says it will fight .

Syndia, a Chicago company that develops and markets products based on

the patent portfolio of prolific inventor Jerome Lemelson, said it may ask

U.S. District Court Judge Joan Lefkow to block Gillette from selling its

Mach3 Turbo, Venus and other razor blades. Gillette said it doesn' t

expect any material impact on its business under any foreseeable

outcome.

`̀ The jury's findings do not prevent Gillette from manufacturing any of

its blade and razor products,' ' including Mach3 products, Gillette said in

a statement .

Gillette, based in Boston, said it will immediately file a motion asking

Lefkow to set aside the ju ry' s findings, and it' s prepared to appeal the

verdict . The jury found two patents w ere infringed by Gillette' s process

of m aking coated razor blades.

Gillette argued that Syndia's patent, covering a method for covering razor

blades with diamondlike carbon to make them stronger, was invalid .

Gillette yesterday called it `̀ a highly technical matter involving plasma

physics and hard coatings on metal products.' ' It said Syndia had



dropped two of four patent claims brought against Gillette. Syndia sent

letters to about 250 other U.S. m anufacturers seeking licensing deals for

its various patents, Gillette said .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빨간색으

로 표시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1) 판사의 이름이 J oa n Le f kow 라는 것이다.

(2) 질레트는 보스톤에 있다.

(3) 판사는 2개의 특허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

그러면 2개 특허의 등록번호가 무엇이며, 신디아의 기술은 어떤 것이고 왜

침해를 했는 지 이 기사로는 알 수가 없다. 또 다시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조

사해 보았다. 우선 질레트 회사의 월스 트리 트 리 서치 넷 정보를 살펴보자.



http :/ / www .w srn .com/ apps/ links/ index.xpl?s=G에서 보면 회사의 개요, 재

정상태, 제품등등의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며, 특히 회사관련 기사(New s

Headline)를 우측에 날짜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침해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된다. 빨간색

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이 내용을 클릭 해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가 제공되는 데, 자세히 읽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특히 관련 특허가 미국 U.S. Patent N o.

4,702,808 (Claims 12 & 17) 와 U.S. Patent No. 4,874,596 (Claim 18)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으며, 신디아라는 회사명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는 등 많은

정보를 더 입수하게 되었다. 아래내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추가

적으로 알게된 정보이다.

GILLETTE CO - Chicago Federal Jury Finds The Gillette Company

Guilty of Patent - Infringement and Aw ards Sy ndia Corporation $10

Million

Tuesday, June 18, 2002 04:11:23 PM - Market N ew s Publish ing

N ew York, New York, Jun 18, 2002 (Market New s Publishing via

COMTEX) -- Permanent Injunctive Relief Contemplated Against Futu re

Sales of Mach3, Mach3 Turbo, and venus Razor Blades

In patent litigation brought by Syndia Corporation against The Gillette

Company, a Chicago federal jury rendered a verdict in Syndia's favor on

all issues of liability, validity, and damages. In its verdict, the ju ry

unanimously found that Gillette' s process of manufacturing its

"DLC"-coated razor blades for the Mach3, Mach3 Turbo, and Venus

products infringes U.S. Patent No. 4,702,808 (Claims 12 & 17) and U.S.

Patent No. 4,874,596 (Claim 18). The '808 and '596 patents w ere issued to

the late Jerome H . Lem elson and are now owned by Syndia Corporation,

which is headquartered in Chicago. The patents cover Gillette' s process of

coating its razor blades with diamond-like carbon, or DLC, which permits

Gillette to make thinner, yet stronger blades. The jury also rejected

Gillette' s defense that the '808 patent w as invalid based on the prior art .

In an important development prior to trial, Gillette abandoned a number

of defenses which previou sly had been asserted by m anufacturers of bar

coding equipm ent against certain of Mr . Lemelson' s other patents,

including the defense of prosecution history laches.



The jury aw arded Syndia $10 million in dam ages for past infringement .

Damages and injunctive relief for any future infringement by Gillette have

yet to be finally determined . Syndia's attorneys have indicated that they

intend to seek perm anent injunctive relief against Gillette barring futu re

sales of Mach3, Mach3 Turbo, and Venus products if Gillette does not

agree to a license from Syndia covering future sales of its DLC-coated

razor blade products.

Syndia filed suit against Gillette on April 9, 2001 and the ju ry trial was

presided over by U.S. District Judge Joan Humphrey Lefkow betw een

May 15, 2002 and June 14, 2002. Ed Foote and Peter McCabe of the

Chicago law firm of Winston & Strawn led Syndia' s legal team . Gillette

w as represented by the patent firm of Fish & Neave, of New York City.

Entrepreneur Roger Hickey, Professor James Conley of Northw estern

University, and the late inventor Jerome Lem elson founded Syndia in

1994. Initially founded with 16 patents, Syndia (an acronym for synthetic

diamond) now owns 33 patents with broad applications in synthetic

diamond, chemical vapor deposition, and other coating technologies used

throughout the electronics, semiconductor, and other industrie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yndia' s president Roger Hickey at (312)

251-5910 or Peter McCabe of Winston & Strawn at (312) 558-5954.

CONTACT:

TEL: 312/ 251-4400 FAX: 312/ 251-5201 Syndia Corporation

Roger P . Hickey, Hickey@chipar .com

MarketbyFax(tm) - To get the N EWS as it happens, call (604) 689-3041.

(C) 2002 Market N ews Publishing Inc.

새로운 추가 정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특허정보 US Pa t en t No . 4,702,808 와 US Pa t en t No . 4,874,596.

(2) 2001.4.9.에 질레트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하였다. 이때 사건담당 판

사와 Law Fi r m 회사명을 알 수 있다.



(3) 신디아라는 회사를 1994년에 설립하였고 설립자는 Roge r Hi c key (현재

사장이다)와 J e r ome Leme l s on 이고 16개의 특허로 시작해서 현재는 33개

의 반도체 및 전기전자분야에 응용되는 합성다이어몬드, 화학적 증착, 코팅

기술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4) Synd i a는 Syn t h e t i c Di amond의 합성어이다.

마지막으로 미국특허원문을 www .u spto.gov(Patent Number Search)에서 2개

특허를 찾아서 Gillette의 특허내용과 비교해서 세부기술내용을 살펴보았다.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Gillette는 면도기에 관한 것이고 Syndia는 다이어몬드

증착 코팅기술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서로 침해를 하게 되었는가? 일

반적으로는 같은 제품류에서 특허분쟁 또는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데, 이 경

우에는 원천기술(다이아몬드 코팅기술)을 질레트가 면도기날에 응용한 점이

침해로 인정된다는 결론이었던 것이다. 즉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Gillette는 마하3에 관련된 특허, diamond-like carbon coating(DLC)

기술을 이용한 기술을 출원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특허검색을

해 본 결과 여러 개의 특허가 있었으나, 그중 US Patent 5,799,549호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는 데,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즉 이 특허

를 살펴보면 Lemelson의 화학적 증착기술(Syndia)을 Gillette 면도기날에 응

용하였다는 것이 쉽게 알 수가 있다. 다만 원천기술을 면도기날에 응용하게

된 사실에 새로운 구성의 차이는 없나? 발명자 Lem elson은 그 당시 이러한

기술이 면도기날에 적용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안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를 면도기날에 적용한 Gillette의 특허는 어는 정도 인정가능한 것이 아닌

가? 단지 Syndia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지 Gillette의 특허 5,799,549호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니까, 특허성에 대한 논란은 추후에 남겨 놓자.

Syndia 특허 Gillette 특허

USP 4,702,808 (Claims 12 & 17)

USP 4,874,596 (Claim 18).

필자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특허로 신

문기사등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님. 다만

Syndia의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Gillette 특허를 찾아 본 것에 지나지 아니

함(USP 5,799,549호)



Syndia(Lemelson) USP 4,702,808호





Syndia(Lemelson) USP 4,874,596호





Gillette USP 5,799,549호







추가로 Jerome Lem elson에 대한 인물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의외로 많은 인

터넷정보가 있었고 대단한 발명가였음을 알 수 있었다.

Jerome Lemelson (1923-1997)은 미국의 개인발명가로 500개 이상의 로봇,

VCR, Camcorder, FAX등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발명에 대한 교육이나 연

구차원에서 1995년에 워싱톤의 Smithsonian Institution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설립되게 되었으며 현재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집되어 전

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현장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발명의 전당으로 볼

수 있는 이 센터의 홈페이지는 (http :/ / www .si.edu / lem elson/ ) 이다.



4. 결론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특허분쟁 또는 특허침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때로는 번역이나 전송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내

용들이 빠지거나 심지어는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오

히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모르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정보를 100% 믿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이번 사례를 보아도 국내의 보도기사는 매우 간단하고 내용전달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신디아라는 회사는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업체로 왜 세계

최대 면도기업체 질레트와 특허침해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고, 어떤 기

술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으며, 즉 관련특허번호가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막연히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특허와

업체를 조금 더 조사해서, 원천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술이었

고, 그래서 면도기 날에 적용한 코팅기술에 이미 개인발명가에 의해 특허등

록된 것이라는 점, 국내기업들은 배워야 할 점이나 개선할 점등을 제시해주

어야지만 진정한 언론정보매체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기사들이 매일같이 보도되지만, 과연 쓸모있고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기사는 얼마나 될까?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기사전달이 아니라 내용

이 전달되어 지식이 쌓이고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원한다. 자극적이

고 폭로성 기사만이 대접받는 풍토보다는 가벼우면서도 아기자기한 알짜정

보가 더욱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간단한 소식위주가 아니라 폭넓은 정보를 찾아서 보충하여 기사를 작성해준

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고 실속있고 정확한 정보전달

로 인해 각 기술분야에 시너지효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