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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BARDEHLE 

PAGENBERG 를 법률대리인으로 MOLEX Deutschland GmbH 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 심 승소,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뮌헨 제 1 지방 법원은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와 Molex Deutschland 

GmbH 간의 포괄적인 특허 소송 병합사건과 관련하여 2020 년 5 월 20 일에 

고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Molex Deutschland GmbH 가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소유의 유럽 연합 특허 중 독일 부분 EP3 159 974 B1 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사건번호: 7 O 8052/19). 

 

본 판결에 의해 MOLEX Deutschland GmbH 는 향후 당사의 1 극 및 2 극 단자 블록 

"Lite-Trap"(부품 번호 1041880110 및 1041880210)”이나 기술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제공/유통/사용 또는 상기 목적을 위한 

수입/소유가 금지되었다.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측에서 상응하는 

보증금을 위탁하면 제 1 심 판결이 가집행된다. MOLEX Deutschland GmbH 는 본 

판결에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MOLEX Deutschland GmbH 가 유럽 특허청에 

제출 한 해당 항소 신청은 현재 심사 중이다. 

 

본 고유사건에 앞서 동일한 특허에 대한 당사자간의 가처분소송이 있었고, 

제 1 심(사건번호: 7 O 6409/19)은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지만, 뮌헨 고등 법원의 판례법 변경으로 인하여 제 2 심(사건번호: 6 U 

4009/19)에서는 MOLEX Deutschland GmbH 가 승소했다. 가처분소송에서 뮌헨 고등 

법원은 제 1 심의 판결에 따른 특허침해를 인정했으나, 민법상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처음으로 뒤셀도르프 고등 법원과 칼스루에 고등 법원의 판례를 따랐다. 즉, 

특허침해에 따른 가처분신청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독일에서는 당사자간 만하임/칼스루에(Mannheim/Karlsruhe)와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특허소송법원에서 4 건의 특허소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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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일련의 특허무효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심천 중급 인민 법원에서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와 Molex LLC 간의 중국특허(특허번호: 

201510695626.3)에 대한 소송이 신청된 상태이다. 해당 특허는 현재 독일에서 소송 

중인 특허와 같은 특허 계통에 속한다. 

 

전기 연결 단자는 LED 조명 장치를 전기 배선에 연결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 

때 강성 와이어, 극세 와이어 등 연결방식에 관계없이 빠르고 쉽게 안전한 전기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 연결 단자는 SMD 납땜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화 방식으로 회로 기판 표면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WAGO Verwaltungsgesellschaft mbH 의 소송대리인: BARDEHLE 

PAGENBERG 법률사무소(뮌헨 지사) 

Nadine Westermeyer (변호사) 

Prof. Dr. Tilman Müller-Stoy (변호사, 대표변호사) 

Johannes Lang (특허변호사) 

Dr. Stefan Lieck (변호사) 

Alexander Wunsch (특허변호사) 

 

Gramm, Lins & Partner 범률사무소 (하노버 지사) 

Hans Joachim Gerstein (특허 변호사) 

 

Molex Deutschland GmbH 의 소송대리인: Hogan Lovells 법률사무소(뮌헨 및 

뒤셀도르프 지사) 

Dr. Steffen Steininger (변호사) 

Dr.-Ing. Martin Fähndrich (변호사 및 특허심사관) 

Dr. Teresa Christof (변호사) 

 

뮌헨 제 1 지방 법원, 제 7 재판부 

Dr. Zigann (지방 법원 판사, 소장) 

Klein (지방 법원 판사) 

Dr. Werner (지방 법원 판사) 

  

https://www.bardehle.com/team/detail/westermeyer-nadine.html
https://www.bardehle.com/team/detail/mueller-stoy-tilman.html
https://www.bardehle.com/team/detail/lang-johannes.html
https://www.bardehle.com/team/detail/lieck-stefan.html
https://www.bardehle.com/team/detail/wunsch-alexan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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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EHLE PAGENBERG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특허 변호사, 유럽 특허청 

공인 전문변호사, 상표 전문 변호사 및 자격을 가진 기술 컨설턴트의 전문 

역량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개별 고객과 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구독: https://twitter.com/bardehleIP  

 
 

 

홍보 담당: 

Gabriela Tröger 

(마케팅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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