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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을 특허로써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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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비지니스



소모품의 판매액이 제품 본체의 
판매액보다 클 수 있음

■ 레이저빔 프린터
프린터의 가격:     80,000 엔
토너의 가격:       120,000 엔 / 연

■ 잉크젯 프린터
프린터의 가격:   30,000 엔
잉크/종이의 가격:  30,000 엔 / 연

■ 본체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모품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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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품은 호환가능 부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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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은 지속적인 판매를 가져옴, 하지만,
호환가능 부품이 종종 생산됨.

   ex. 프린터 토너 및 잉크
머신 블레이드 및 네일
정수 필터

“소모품”에 특허 및 이윤을 집중할 것.
   ex. 레이저빔 프린터 ⇒ 토너 카트리지

잉크젯 프린터 ⇒ 잉크 카트리지



당소는 소모품에 기술구성을 
추가하고 특허를 획득할 것을 제안

단순한 토너                       ･･･ 특허가 어려움

토너 카트리지 (드럼, IC 탑재) ･･･ 특허 가능

단순한 잉크                       ･･･ 특허가 어려움

잉크 카트리지 (헤드, IC 탑재) ･･･ 특허 가능

본체가 소모품의 특허된 기술구성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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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능한 기술구성은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

1. 전기적 접속의 기술구성

2. 기계적 접속의 기술구성

3.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

4. 소모품에 메모리를 탑재

5. 소모품에 센서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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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7-294234
캐논
출원일: 2006년 4월 25일

1. 전기적 접속의 기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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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적 전도 
영역을 포함하는 … 
   연료 카트리지.



JP2005-221825
리코
출원일: 2004년 2월 6일

1. …을 포함하는 토너 용기.

2. 기계적 접속의 기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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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너 용기
11: 실린더 용기
18: 링 기어



일본특허 제4,402,165호
Sangenic International Ltd.
출원일: 2009년 6월 5일

14. … 폐기물 저장 
봉지에 제공되는 카세트 
회전 수단 내에 삽입되는
    폐기물 저장 카세트.

2. 기계적 접속의 기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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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가능 카세트의 판매자에 의한 침해.
⇒ 1억4천8백만 엔의 손해배상액.
     Sangenic v. Applica (지재고재, 2012년 2월 1일)



JP2004-335247
소니
출원일: 2003년 5월 7일

3.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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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기와 접속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통신 단자와, 
    …
    통신 단자를 통해 …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수단을 포함하는
    배터리 팩.



JP2012-128131
리코
출원일: 2010년 12월 15일

4. 소모품에 메모리를 탑재하고 
소모품 내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

1. …

   토너의 적절한 농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적절한 농도 정보에 근거하여 
토너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 
제어기를 포함하는

   토너 용기.

11



- 충전량 또는 충전 이력

- 소비량 또는 이력

- 온도 또는 온도 이력

- 적절한 농도 및

다른 어떠한 것!

본체가 저장된 데이터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한, 

소모품은 보호됨.

소모품 내의 메모리에 
무엇을 저장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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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6-99984
캐논
출원일: 2004년 9월 28일

연료 탱크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출력 회로

수소로 충진

제 1 수소 흡장 합금

제 2 수소 흡장 합금

1. …
   수소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 감지기를 
포함하는
   …
   연료전지 배터리용 용기.

5. 소모품에 센서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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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감지할 것인가

⇒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　어디서 감지할 것인가

　　⇒　얼마나 많은 영역을 감지할 것인가

　　　⇒　다수의 센서의 다양성

센서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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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으로부터 소모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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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이 한번 판매되면 특허는 소진될 수 
있음 (최고재판소, 1997년 7월 1일)

리사이클 어시스트는 사용된 캐논의 잉크 
카트리지를 수집하고 재충진하여 판매하였음.

리사이클 어시스트는 카트리지가 한번 판매되어 
특허가 소진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캐논 v. 리사이클 어시스트  (최고재판소, 2006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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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 제3,278,410호

1. …
    압접부의 경계면의 모세관력이 제 1 
및 제 2 부압발생부재의 모세관력보다 
크고, 
    … 유지 가능한 양의 액체가 수납실 
내에 충진되어 있는 
   액체 수납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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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v. 리사이클 어시스트 
(최고재판소, 2006년 11월 8일)

제 2 부압발생부재

제 1 부압발생부재

경계면
법원은 하선의 구성요소가 특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음



18

Canon v. Recycle Assist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

“제품이 사용된 때 본질적 구성요소를 상실하였다. 그 후, 

잉크를 충진함으로서 본질적 구성요소를 재생산하였다. 

즉, 재사용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소진을 부정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음.

특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상실된 
경우, 소진이 부정될 수 있음



■ 소모되는 것, 또는

■ 본체에 부품이 탑재될 때 또는 사용될 때 

손상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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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포함시킬 제품의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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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들이 소모품 발명을 
창작하도록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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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에 기술구성이 의도적으로 부가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발명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음

소모품 발명의 창작을 위한 단계

1. 카피하기 쉬운 소모품을 확인

2. 발명자에게 5개의 카테고리와 그 예시를 소개

3. 브레인 스토밍을 수행

소모품 발명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IP 부서로부터의 도움이 필수적



1. 중국에서 제조된 소모품이 다수의 판매자에 의해 일본 및 
다른 국가로 수입될 수 있음.

    ⇒ 다수의 판매자를 소추하기는 어려움

    ⇒ 소모품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할 것

2. 부정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 문제될 수 있음. 

X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O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경우

⇒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를 고려하여 내부 문서에서 사용되는 
문구에 신중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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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률 문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