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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요약문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분야 출원제도 및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ⅰ) 지능형 로봇 발명의 정의 및 범위 고찰,
(ⅱ) 지능형 로봇 발명의 주요 동향분석, (ⅲ) 지능형 로봇 발명의 보호현황, (ⅳ)
지능형 로봇 발명의 보호방안, (ⅴ) 지능형 로봇 발명의 윤리성 판단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 AI 관련 발명의 정의
○ (AI의 개념) 인공지능(AI)은 개념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복합적이며, 상대
적이어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공통적
으로 AI란 스스로 사물을 이해하고, 주변환경을 인식하여 그에 대하여 유연성 있게
적응 또는 반응하고,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즉 AI란 인간의 지적 활동
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이며, 인간의 뇌와 동일할 기능을 재현하는 기술(강한
AI)를 포함한다.
○ (AI 관련 발명) 학습, 추리, 추론 및 결정과 같이 인간이 지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도는 시스템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AI 관련발명과 컴퓨터 관련 발명과의 차이점) AI 관련 발명은 특정한 작업을
위한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스템의 어떠한
내부 상태가 구성되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발명임에 반하여, 전통적인 컴퓨
터 관련 발명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소 특정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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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발명의 주요동향 분석

○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2018. 8월 현재(최근 5년)간 IP5국가에서 출원 및
등록된 AI 관련 특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야는 학습 및 추론기술(AA), 상황이
해 기술(AB),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기술(AE)로
분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분류체계 이용)하였다.
- (분석결과) AI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국이 2015년 미국을 앞지른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습 및 추론 기술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
고, 2016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출원 건수 중 28%를 차지
하고 있었다. 향후 AI 관련 발명의 주된 기술 분야로서 특허심사기준 마련, 관련
발명의 장려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AI 관련 발명
의 등록률은 한국 특허청이 45.79%로 가장 높았고, 미국 44.9%, 일본 37.8%, 중국
14.2%, 유럽 5.6%로 나타났다. 이는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등 판단기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IP5 국가의 심사기준 등의 분석과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AI 관련 발명의 등록특허 명세서 분석) AI 분야 유효특허(12,929개) 중, ‘로
봇’ 및 ‘학습’ 관련 발명(17개)에 대하여 실제 내용 및 심사사례를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AI구조를 포함하는 발명의 경우 출원과 심사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ⅰ) AI 구조 및 학습
데이터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ⅱ) AI 발명을 프로그램발명
의 한 종류로 보고 AI 구조와 노드 값(학습결과 값) 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원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ⅲ)
학습데이터 및 학습을 이용한 발명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높고, 이러한 발명들의
보호가치 및 보호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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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발명의 보호현황 및 문제점
○ (AI 관련 발명의 보호현황) 주요국의 취급 및 AI 구성요소별 특허 가능성 판단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 AI 관련 발명의 주요국의 취급
주요내용

비고

한국·
일본

▶ 특허심사기준 → 제4차 산업혁명관련
발명 진보성 사례(IoT, Bigdata, Robot, AI AI 관련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개념
기술 등) 추가

미국

▶ 특이 사항 X → 최근 미국 특허청장이 Andrei Iancud의회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추상적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단기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기준 명확화의 필요성
강조
준 필요 주장

유럽

▶ 최근 특허심사가이드라인 개정(2018)
→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개념에 AL와 ML
관련 카테고리 신설

정리

o 아직, 주요국 모두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실무임
- (한국·일본)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개념(전체로서
파악) → 발명의 성립성 인정 완화
- (유럽/미국)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무시하고 발명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본질이보호의
적격성이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발명의 성립성 인정 엄격

분류방법이 기술적 목적 수행의 경우 훈련세트(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기(Classifier)를 훈련하는 단계는
기술적 목적달성을 지원하는 경우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

-현행법상 AI 구성요소별 특허성 판단
AI 구성 요소

의미

보호 여부

AI 프로그램

AI 구조 및 학습방법을 의미

특허요건 제29조, 제42조 등 요건 충족시 방법 또
는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

학습데이터 자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x

특허보호 불가

학습데이터 구조

우리 심사기준에 특별한 언급 x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매체의 형태로 보호 가능

학습완료 모델
학습 결과값

프로그램 + 학습을 마친 AI 구조의 각
특허보호 가능
결과값의 조합
특허보호 불가, 다만 노드·연결 가중치이므로, 구
수치 데이터(단순한 데이터의 제시)
조를 가진 데이터 형식으로 기재시 특허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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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

보호대상 가능성

▶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라면 영업비
밀의 보호대상, 비공지성·비밀관리성 요건 충족 필요
•① 데이터(Raw Data), ② 데이터의 취득방법, 작성방법, 가공방법, 해석방법 에 관한
노하우, ③ 학습용 데이터셋, ④ AI 프로그램, ⑤ 신경회로망(ne uralnetwork)의 구조,
⑥ 학습완료 모델(결과값), ⑦ 학습방법의 노하우 등

비공지성

▶ 분석, 해석,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해 용이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없음. 마이크로칩 또는 칩 수납용기 등에 대외비 표시, 프로그
램, 데이터의 암호화 등 일반적인 기술 수단으로는 다시 만들 수 없도록 비밀관리성∙비공
지성 확보 필요

비밀관리성

▶ AI를 서버·인터넷 경유 제공시, AI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내용을 이용자에 게 비밀로
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 비밀관리성요건 충족
• AI 탑재 제품은 마이크로칩 또는 칩 수납용기 등에 대외비표시, 수납용기의 특수 나사봉
입, 개봉시 파괴, 프로그램·데이터 암호화 등으로 일반정보와 합리적으로 구별

○ (AI 관련 발명의 보호의 문제점)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 데이터 보호의 문제 등 발생
- (권리행사 실효성 문제) AI 관련 발명의 특허권은 학습, 학습데이터 및 학습용
모델(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블랙박스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기재, 실시례 작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AI 관련 발명
의 특허권자는 물론 상대방의 경우도 향후 권리분쟁에 대응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 (데이터 보호의 문제) 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용 데이터 셋
생성단계

- AI 학습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 셋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로데이터 자체는 물론 로데이
터의 사용방법, 시스템 구축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지도학습에 있어서 지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 필요

-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 + 학습데이터 부여하고, 입력데이터
를 출력데이터와 오차를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간 가중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학습완료
모델 완성하게 됨
학습용 모델 작성단계
- 딥러닝형 AI 학습완료 모델(프로그램+ 노드간 결합에 의한 가중치 파라미터, 지도 데이
터)로 구성 → OSS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부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학습완료 파라미터가
AI 경쟁력의 원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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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모델의
이용단계

- 학습완료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킬 경우 정밀도 높은 값을 위해
학습완료 파라미터 조정, 진화되고 새로운 학습완료 모델의 완성이 가능함
- 학습완료 모델의 진화는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변화(프로그램
은 그대로) 임
- 파생모델의 경우의 권리 문제 및 증류모델을 이용하여 개발된 AI의 권리 문제 발생

□ AI 관련 발명의 보호방안
○ AI가 포함된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방향

- 학습데이터의 차이 → 발명의 본질 변경 가능 → 명세서 표현방법이 핵심
* 학습데이터 표현 가능여부 → 반복재현성 요건 충족의 핵심요소

구분

- AI 발명(3가지 유형)의 공통의 필수구성요소가 반드시 포함
① AI 자체 구조 개발 또는 개선, ② 학습완료된 AI, ③ 학습완료된 AI가 탑재된 자동화기
계 (이중 ②③에 대한 내용이 본 연구의 대상)
** AI 프로그램(구조 및 학습방법), 학습데이터 실시예, 학습완료모델(학습결과값)

AI 프로그램

- AI 구조 및 학습방법 기재(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 설명), 상용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
램 정보 및 옵션 기재
- 머신러닝(ML), 딥러닝(DL) → 신경망 구조 포함(구조설명, 입력값 및 출력값 의미 설명
상용프로그램 사용시 → 제작사 및 모델, 신경망구조 생성 옵션값, 입력값 및 출력값 의미
설명
- 데이터 없이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예: 바둑) → 학습방법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
설명

학습데이터

- 학습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설명(당업자가 동일ㆍ유사한 데이
터 수집 가능토록 기재)
- 텍스터나 숫자의 경우 → 범위(상한, 하한)
- 이미지ㆍ그래프의 경우 → 자세한 설명
- 데이터 종류, 데이터 중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값 등 기재

학습완료 모델

- 학습 결과값으로 신경망을 구성하는 노드 및 노드 연결 가중치값(실시례 형식으로 기
재), 학습완료 정의 기재
- 결과값 → 메트리스, 표 등 형식으로 기재
- 당업자가 실시시 비교가능토록 ‘학습에 따라 출력값의 변화 0.01%의 경우’ 등 학습완
료 시점 언급

하드웨어

로봇 또는 자동화기구(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제어기 AI의 경우 → 하드웨어 기재 필요
* 학습완료된 AI 개발인 경우, ‘AI가 기록된 기록매체’ 형식(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기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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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면에 AI의 구조(신경망) 및 사용된 학습데이터 중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의 1개 전부
또는 일부(이미지 또는 텍스트, 숫자)를 기재

(독립항) 발명의 설명부분 AI프로그램, 학습데이터, 하드웨어에 대한 최소
한의 기재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 AI프로그램, 학습데이터, 하드웨어가 독립항에 모두 기재되어야 인정
* (AI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발명 청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재
* (학습데이터) 학습데이터의 구분, 종류, 입력값 등을 기재
* (하드웨어) 일반 장치구성 또는 기록매체 형식으로 기재
청구항 부분 작성예
* (학습완료모델) 학습 결과값은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
부분에만 기재

(종속항) AI 구조와 학습방법, 학습데이터의 구체적 내용, 일반적 하드웨어 구성(기록매
체 포함) 몇 결합관계 등 기재

○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

방향

▶ 당업자(제3자)가 등록특허 재현시, 학습완료된 AI의 결과 및 효과가 등록특허의 결과
및 효과와 동일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 범주의 결과 및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세서에 AI프로그램(구성·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

구분

▶ AI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필수구성요소 포함여부 판단
* AI 프로그램(구조 및 학습방법), 학습데이터 실시예, 학습완료모델(학습결과값)

▶ ML 및 DL의 신경망을 이루는 뉴런(노드)들이 연결되는 방식 및 그 연결의 수학적,
AI
통계적 가중치(연결가중치) 등에 대한 설명 기재
프로그램 * 신경망 구조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하여
학습시켰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발명이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vi

▶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설명, 실시예, 도면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학습데이터를
학습데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터
* 일반적 및 특수한 데이터가 혼합된 경우에도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AI 구조를 이루는 노드 및 연결가중치 값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 실시예 또는
매트릭스 형태의 기재도 가능
학습완료 ▶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시 발명을 이해·인식·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AI 프로그램과 학습
모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면, 생략되어 있어도 적법으로 판단
* 다만, 학습완료모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출원인은 명세서에 제시하여야 함

6

|||||||||||||||||||||||||||||||||||||||||||||||||||||||||||||||||||||||||||||||||||||||||||||||||||||||||||||
요약문
||||||||||||||||||||||||||||||||||||||||||||||||||||

▶ 로봇을 이루고 있는 기계적 구성요소, 예컨대 구동기구, 매니퓰레이터, 비전, 통신
등의 물리적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드웨어
* ‘학습된 AI’의 개발인 경우 AI가 저장된 기록매체 등 컴퓨터 관련 발명 형식으로 기재,
이 경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

청구범위
기재 요건

AI 발명이
진보성 등
판단

학습완료
된
AI 자체
발명

▶ 청구항에 AI 구조 및 학습방법,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여 명확하고 간결하
게 기재
단, 이 경우 하드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 관련 발명처럼 기록매체 등에
저장된 형식으로 특정하여 기재

AI가
포함된
로봇 또는
자동화
장치

▶ AI 발명의 필수구성요소 포함 여부, 로봇 또는 자동화 장치의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
를 제어하는 AI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
- AI를 최소한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구성(신경망층, 각 층별 뉴런수, 입력 뉴런, 출력 뉴런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 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성립성

▶ 제3자의 실시가능 여부인 ‘반복재현성’ 판단
- 동일한 목적, 효과 구현 가능여부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으로 판단
- AI 신경망 구조, 학습방법, 학습데이터 정보 기재로 판단
* 오픈소스 사용의 경우 → 관련 정보, AI 구조 옵션, 학습방법 등 기재 필요

신규성

▶ AI 발명의 동일성 판단
- (예1) AI 구조가 소폭 다르고, 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가 동일한 경우
(은닉층, 뉴럭(노드), 입출력 개수 등 AI 구조의 미세차이에도 동일 범주의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 이용, 동일효과 발생 → 동일발명
- (예2) AI 구조 및 데이터 동일, 학습방법 미재기인 경우
(AI 구조와 학습데이터가 동일 → 학습방법 동일을 의미 →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동일하면
동일한 발명 인정

진보성

▶ AI 구조가 다른 경우
- 기본적으로 동일성 판단과 동일, AI 구조 차이에도 발명의 목적이 실질적 동일하고,
성능 및 효과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면 → 진보성 불인정
▶ 학습데이터가 다른 경우
- 학습데이터의 차이에 의해 성능이 개선되고, 발명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진보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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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발명의 기타 보호방안(학습용 데이터 보호)

특허법적
보호

▶ ‘구조를 가진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
*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형식으로 보호 가능

영업비밀로 보호

▶ 일본과 같이, 데이터의 부정취득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데이터를 보호
하는 방안
* 데이터의 부정유통에 대하여 금지 등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서, 데이터
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데이터의 사용·제공에 대한 구제조치 등 규정 명시(예
컨대, 금지청구,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추정, 신용회복조치를 규정)

독자적 보호

▶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특허’ 출원제도 도입 고려
* ① 데이터 클레임, ② 데이터 명세서, ③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기탁·공개) 제출 형식
고려, 신규성, 학습가능 요건, 학습 유용성 요건, 기재요건 등을 심사

□ AI 관련 발명의 윤리성 판단
○ 공서양속 위반 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

▶ 공서양속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특허요건 중 유용성 해석의 일환으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심사
→ 특허권자의 권리와 공중의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판단

한국/일본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을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
→ 한/일 관련 규정 거의 유사

중국

▶ 전리법은 불특허대상에 대하여 사회의 공공도덕을 위반한 발명창조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발명창조를 규정
→ 동 규정 적용 구체적 사례 없음

유럽

▶ 공개 또는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위반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

정리

▶ 해외 주요국에서도 지능형 로봇 발명에 대해 공서양속 위반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나 적용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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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의 윤리적 문제

▶ AI가 ‘인간의 편견’을 포함한 데이터를 학습
했을 경우
학습문제
* 어떤 학습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느냐에 따
라 인간에 대한 차별, 혐오, 편견 가능
▶ AI가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최종
판단할 경우
- 의료분야에 AI의 개입에 따른 연산 결과로 인
간 생명의 우선순위 결정 가능
판단문제
* 인간의 생체정보까지 포함하여 의료 현장에
서 활용될 경우, 자칫 생명의 선별
- 즉, 살릴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
명의 구별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AI가 탑재된 로봇의 판단에서 인간이 배제되
는 경우
- 로봇의 역할, 기능, 인간과의 관계형성에 따
인간배제문
라 AI 로봇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
제
- 자율주행자동차의 두 가지 사고상황(보행자
or 탑승자)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 른 인간의 희
생

○ AI의 공서양속 위반 문제

필요성

▶ AI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출원 심사시 심사절차를 통해 판단 필요
-현행 AI 관련 법제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AI 관련 발명에 대해 판단 가능한 기준이나 근거가
미약,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판단기준 제정 필요
* 판단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기준미달의 지능형 로봇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 감소 필요
* 기준을 통과한 발명들에 대한 권리안정성 담보, 안정적 기술효용의 향유가 가능해질 필요

방향

▶AI 및 학습데이터(빅테이터)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판단기준 도입 필요
-현행 추상적 불특허 발명 대상의 구체화, 사회적 편익 고려한 불특허 발명 대상 축소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AI 로봇윤리 헌장’ 등 기술분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를 특허법에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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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im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system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of intelligent robot field.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definitions and ranges of intelligent robot(AI) related inventions were derived.
It can be defined as including AI related invention and a system device that
turns the method showing that human beings intelligently recognize, such as
learning, reasoning, inference and decision.
Secondly, we analyzed the main trends of intelligent robot(AI) related
inventions. it was included the related invention which was filed and registered
from jan 2013 to aug 2018(last 5 years).
The Technical fields are classified into learning and reasoning technology
(AA),

situation

technology(AC),

understanding
visual

technology(AB),

understanding

language

technology(AD),

understanding

recognition

and

cognitive technology(AE) (Technical classification system us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Center).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the technical field of Learning and Reasoning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t showed an explosive increase trend since 2016. 17 cases Of
total 12,929 cases of the related AI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using
keyword of "Robot" and "Learning".
Third, it was predicted that new problems will arise in machine learning in
intelligent robot (AI) related inventions and further on how deep learning based
learning model invention learned by themselves is dealt with. In the case of
receiving a patent of a new learning model, there is a possibility of calculating
a new learning model and parameter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earning model when inputting other data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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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confirm the state of protection on intellectual robot(AI) related
inventions under the current law. Based on current examination practice, it
compares how AI related inventions are handled within the categories of
computer related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compared with reviewing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And we deriv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blem of AI related invention.
Fifth, we consider protection measures of intelligent robot(AI) related
invention. Firstly, we present a method of preparing specifications of the
invention related to AI and a draft of examination criteria, and we consider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t the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to be a problem
at the time of infringement litigation of AI related invention. Along with this,
the deposit proposal of the AI learning completion model also examined the
method of protecting learning data in detail. Sixthly, I examined the problem
of public order and morality, that is, the ethical problem which the foundation
of future problem is increasing concerning the related invention of intelligent
robot(AI).
Finally, we summarized and organized the above discussed matters and draw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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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I 기술은 이번 세기를 새롭게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효과는 2025년 최대 약 6.7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PwC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AI가 글로벌 경제에 10.7조 달러, 즉 전체의 약
7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GDP의 26.1%, 북미의 GDP를
1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AI의 경제적 수익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0년 까지 각 산업별로 적어도 10%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1)

[그림 Ⅰ-1-1] AI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시나리오 분석)

사실 AI는 과거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였으나, 이제는 인류사회에 획기
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기술적 전환점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2)
1) PwC,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2, p.3.
2)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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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진보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전자상거래, 운송, 헬스케어, 구조, 교육과 농
업분야는 물론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
다.3)
[그림 Ⅰ-1-2] AI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

출처: GAO,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2018. 3, p.9

또한 AI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IP5 국가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은 2013년 1,560건에서 2017년 3,115건으로 최근 5년간 18.9%의 비율로 상
승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4)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Eur. Parl. Doc. P8 TA 0051, at ¶B (2017).
3) GAO,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2018. 3, p.10.
4) 본 보고서의 제3장 제3절 주요국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분석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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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 IP5 국가의 연도별 AI 관련 발명의 출원 현황
IP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합계

2013

136

660

173

88

503

1,560

2014

194

815

199

112

553

1,873

2015

248

952

148

136

959

2,443

2016

341

1127

165

164

1436

3,233

2017

144

902

81

99

1889

3,115

이와 함께, 미국의 조사업체(회사) Tractica사의 2016년 8월 25일 발표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AI 시장 규모는 6억 4,365만 달러이며, 2025년에는 368억
1,816만 달러(약 57배)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그리
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유럽의회와 중국
국무원에서도 AI와 지식재산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논의하는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
하는 등 세계 각국도 AI와 지식재산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있어서는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기존의 어떠한 발명의 유형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AI 관련 발명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이 특허 성립성 또는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허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AI 관련 발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도 문제되는 바이다.

5) Tractica사 홈페이지 참조(검색일자: 2018. 8. 2)<https://www.tractica.com/newsroom/press-releases/artificial-in
telligence-revenue-to-reach-36-8-billionworldwide-by-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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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 중에 기계학습,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학습모델 발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
다. 즉 새로운 학습모델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존
의 학습모델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모델과 파라미터가 산출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학습모델의 관점에서는 반복재현성이 문제되는 것이고, 새로운 학습모델
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또한 기존의
학습모델과 새로운 학습모델과의 차이가 ‘학습 데이터’ 또는 ‘구조화된 데이터 셋
(structured data set)에 있고, 이것의 차이가 발명의 새로운 차이(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를 만들어 낸다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도 산업정책적 관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행사시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불분명한 문제와 입증의 곤란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허법이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윤리적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도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소위 ‘공서양속’관련 규정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AI 기술의 발전에 비추어 보면, (ⅰ) AI 발명자가 출현할 수 있고,
이 경우 AI 발명자의 발명자성 문제, 그리고 (ⅱ) AI에 의한 특허침해책임에 대한 문제,
(ⅲ)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의 인정범위의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취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
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새로운 형태로 이끌게 될 것이 자명하고, 국가와 기업
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기업, 국민이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을 이해하고, 권리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
의 출원제도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AI 특허출원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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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방법은 문헌연구, 통계분석 및 특허명세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능
형 로봇(AI) 관련 발명 분야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능형 로봇과 AI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지능형 로봇(AI) 관련 특허,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논문, AI 관련 주요국 정책 및 시장 동향 등은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AI 및 지능형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심사동향 등은 통계 분석과 특허
명세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하와 같이 진행한다. 첫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정의와
범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이 특성과 기본의 발명 유형과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
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특수성에 비추어 새로운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주요 동향을 분석한다. AI 관련 산업동향으로서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시장전망을 분석하고, 국가별, 연도별,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및
등록 동향과 전세계 주요 TOP 20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AI 관련 발명의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중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발명의 명세서(클레임
등)을 분석하여 AI 관련 발명의 클레임 작성 및 권리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AI 관련 발명의 심사가이드라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 중에 기계학습,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학습모델 발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
다. 즉 새로운 학습모델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존
의 학습모델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모델과 파라미터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현행법상 보호현황을 검토한다. 현행 심사실무에
따라 특허법상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내에서 AI 관련 발명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를 주요국의 심사실무와 비교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AI 관련 발명의 문제 현황을 도출한다.
다섯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보호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AI 관련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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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안을 제시하고, AI 관련 발명의 침해소송 시 문제될 수
있는 권리행사시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AI 학습완료 모델의 기탁방
안, 학습데이터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여섯째,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에 대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공서
양속 문제, 즉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상 논의된 사항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8

제2장 지능형 로봇(AI) 발명의
정의와 범위 고찰

제1절 서설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출원 제도와 심사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AI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최근의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학습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AI가 포함된 발명, 즉 AI 관련 발명의 속성이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AI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의 견해 등을 검토하여,
공통된 관점을 중심으로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AI의 분류에 대해서는 (ⅰ)
퍼지 인공지능, (ⅱ) 전문가 시스템, (ⅲ) 유전 알고리즘, (ⅳ) 인공신경망에 관한 기술
적 내용을 살펴보고, 인공신경망 기술 중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하여, AI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인 학습용 데이터, (ⅰ) AI 프로그램, (ⅱ)
학습용 모델, (ⅲ) AI에 의한 생성물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 후, AI 관련 발명의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본다.

제2절 지능형 로봇
1. 지능형 로봇의 의의
로봇공학(robotics)은 자동차, 건설현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의 팔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그 밖의
제조공정 비즈니스 분야에서 30~40년간 사용되어왔다. 그렇지만 최근 기존의 로봇 분
야와 AI이나 센서(sensor)와 같은 새로운 분야가 급속히 결합되어 경제와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고도화된’ 자율 로봇이 탄생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로봇’을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s)으로 인
식한다. 그러나 이는 로봇산업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로봇을
“인간의 노력을 대체하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제로봇공
학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에 의하면, “로봇은 의도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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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자율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축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작동 메커니즘이다(“a robot is an actuated mechanism
programmable in two or more axes with a degree of autonomy, moving within its
environment, to perform intended tasks)”6)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실무가와 학자들은 로봇을 “자신의 환경을 감지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기반으로 해당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고 있다.7)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용어는 로봇과 다른 기계와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쓰인다. 로봇
은 해당 환경을 해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술의 궤도적 측면에서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단계에서 진화되어 반자율
적인 시스템을 거쳐 보다 자율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다. 완전한 자율시스
템은 인간과의 상호 작용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로봇은
원격제어(Remote Controlled), 반자율(Semi-Autonomous), 완전자율(Fully Autono
mous) 그리고 AI의 순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하에서 진화의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1) 원격제어
원격제어란 장치를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로봇’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원격제어 장치는 ‘로봇’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로봇
산업은 순수히 원격 제어되는 특정 장치를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원거리 영상
회의 장치(tele presence devices)를 종종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장난감이
나 특정한 교육기기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원격제어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보조
외과 장치(robotic assisted surgical devices), 외골격 장치(exoskeleton) 및 무인공중
시스템(Unmanned Aerial Vehicles, ‘UAS’) 또는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공중차량
(‘Unmanned Aerial Systems’, UAV) 등이 있다.

6) Springer, P. J., “Military Robots and Drones: A Reference Handbook. Santa Barbara: ABC-CLIO”, 2013, p.
1-5.
7) C. Andrew Keisner, Julio Raffo Sacha, Wunsch-Vincent,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0:
Breakthrough technologies – Robotics,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IPO,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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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자율 장치
반자율 장치는 인간 운영자에 의해 제어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반자율 시스
템과 같이, 장치 작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수한 의미의 원격제어 장치는 아닌셈이다. 인간 운영자에 의해 작동하
는 로봇은 일반적으로 반자율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자동차에서 흔히 사용되
는 반자율 기능은 물론, 자세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특정 산업용 로봇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완전 자율 장치
완전 자율 장치는 설계된 작업환경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과 설계된 작업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인간과의 상호 작용없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이다. 완전 자율 장치는
일반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완전 장치의 결정이 사
전에 설정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모호한
경계선이 있다.

4) 인공지능
AI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장치에
중점을 둔 컴퓨터 과학의 자체 분야로 정의된다. 분명히 모모한 경계선상에 있지만, 완
전자율과 AI 사이의 하나의 구분은 고도화되지 않은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장치
와 창조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치간의 차이이다. AI는 일부 실무가에 의해 로봇공학산업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많은 실무가들은 AI가 로봇산업에 잠재적으로 중대
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체 기술 분야의 하나로 간주한다. 후자의 견해는 AI가 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 필요 없이 컴퓨터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해에 근거한다. AI가 이동
식 하드웨어 장치에 통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AI는 어떠한 하드웨어 장치와 완전히 별개
로 분리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AI 기술의 획기적인 진화를 이
끌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AI 연구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1956년에 존
매커시(John McCathy)에 의해 처음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만들어졌
다.8) 1960년대와 1980년대에 AI 연구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AI에 대한 연구는 정체기를 맞게 되었다.9) 한편 컴퓨터를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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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인간들의 지능 폭증(Intelligence Augmentation :IA)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성공
을 거듭하였고, 현재의 컴퓨터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상호 운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AI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AI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와 ‘약한 AI(Weak AI)’의 2 종류가 있다. 현재 실용
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약한 AI’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약한 AI가 인간의 두뇌를 시뮬레
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약한 AI’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학습을 시키
는 특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넷이나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많은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의 차이를 식별케 한다든가, 체스나
바둑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화면이나 바둑
등의 기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베이스, 셀프트레킹(Self-tracking), 인터넷 검색, 위키피디아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가 AI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11)
프로그램 스스로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기술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라고 부르고, Apple사의 음성 어시스턴트 Siri, 전자 메일의 스팸 필터링 기능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12) 최근에는 웨어러블 단말기나 사물인터넷(IoT) 장치의
발달에 의해 지금보다 휠씬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
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사용한 분석
을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13)
8) Brian McGuire , “the 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검색일자: 2018. 9. 29) http://courses.cs.washington.edu/c
ourses/csep590/06au/projects/history-ai.pdf>, p. 5.
9) Gary Yang, “the 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검색일자: 2018. 9. 29)http://courses.cs.washington.edu/cours
es/csep590/06au/projects/history-ai.pdf>, p. 18.
10) Irving Wladawsky-Berger, ‘Sof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ddenly Everywhere, <(검색일자: 2018. 10. 05)
http://blogs.wsj.com/cio/2015/01/16/soft-artificial-intelligence-is-suddenly-everywhere/>.
11) Craig & Karl, Three Breakthroughs That Have Finally Unleashed AI on the World, <(검색일자: 2018. 10.
05)http://www.wired.com/2014/10/future-of-artificial-intelligence/>.
12) <(검색일자: 2018. 10.20) http://www.wired.com/2014/12/wearing-your-intelligence/>.
13) 대표적인 것으로는 Google 사의 Google Predictive API, Microsoft사의 Azure Machine Learning, BigML 사의 서비
스가 있다. Google Predictive API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정분석, 언어처리,
명령기능, 유전자 분석, 부정검사 등과 같은 분야에 특화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은 유저가 자유롭게 분석을 하기 위하여 플랫폼으로 되어 있으며,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로부터 알고리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igML 사의 서비스는 예측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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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빅데이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AI 기능은 인간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업종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비즈니스는 광고, 드론, 로봇, 3D 프린팅, 금융 그리고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적용되고 있다.

2. 지능형 로봇의 발전과정
1)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 팔의 진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봇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로봇의 역사는 움직이는 물체를
표시하는 비전자 이동기계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말로서 ‘오토마톤(automation)’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오토마톤 발명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로봇
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14)
최근 산업용 로봇 분야의 역사에서 두 개의 발명이 처음 산업 자동화를 위한 로봇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는 인간이나 컴퓨터가 로봇을 먼 거리에서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의 발명, 둘은 로봇 팔과 다리와 같은 기계 조작
시스템이 물체를 움직이거나 잡을 수 있게 하는 제어 시스템 등의 발명이다.15)
기계 조작 시스템 분야의 최초 산업용 로봇은 1937년에 작은 크레인 형태로 개발되었
다. 로봇 다리와 팔의 개발은 1940년대 후반에 최초의 자율 로봇을 제작한 W.G. 월터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로봇 산업의 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1950년대 중반에
George Devol이 최초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 팔을 발명하고,
이를 특허취득한 때부터이다.16) Dovel은 ‘로봇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Joseph
Engelberger와 함께 1956영 Dovel의 특허를 기반으로 Unimation이라는 로봇 제작회사
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가 산업용 로봇을 상업화를 시작하였다.17)

만들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의 지식이 없어도 기계학습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2015년 2월에는 IBM사가
왓슨(watson)의 기계 학습 API를 개발자용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C. Andrew Keisner, Julio Raffo Sacha, Wunsch-Vincent,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0:
Breakthrough technologies – Robotics,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IPO, 2015. 11, p.6
15) IFR. History of Industrial Robots: From the first installation until today. Frankfurt am Mai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2.
16) US Patent 2,988,237. (1999).
17) Rosheim, M. E. (1994). Robot Evolution: The Development of Anthrobotics: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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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로봇 팔은 조정을 거쳐 개선되어 왔다. 예컨대, 최초의 컴퓨터 제어 회전식
전기팔은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 공대에서 개발되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의 연구자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보편적인 조작 팔(Programmable Universal
Manipulation Arm)을 발명하여 조립 및 자동화를 보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였
다.18) 이 연구자 중의 1인인 Victor Scheinman은 Vicarm Inc.를 설립하여 로봇 산업의
발전에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로봇 팔을 제조하였다. 그 후 1977년에 그는 자신의 회사
를 Unimation사에 매각하였다.
최초의 상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General Motors 조립 라인에 배치되었다.19)
유럽 최초의 산업 로봇인 Unimate는 1967년 스웨덴에 의해 만들어졌다. 1969년 노르웨
이의 Tralfa사는 최초의 상업용 도장 로봇을 만들었다. 1973년 ABB Robotics와 KUKA
Robotics는 그들의 첫 번째 로봇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그 이후 로봇공학 기계 부품의
기능과 제어는 로봇공학 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Devol이 특허를 출원한 지 약 10년 후, 일본 기업들은 Unimation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자체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 이르러 미국과 일
본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로봇 제조가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Fanuc,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mpany, Mitsubishi Group 및 Honda Motor
Company의 로봇 부문에 의해 이끌어진 일본은 산업용 로봇 제조ㆍ사용 분야에서 세계
적 선두주자였다.
포장로봇 분야의 주요 발명품과 병행하여 로잔 연방 공과대학(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of Lausanne)에서 개발된 Delta 포장 로봇은 포장 산업을 현대화하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분야의 후속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오늘날의 소비자 중심의 로봇 시장과 관련된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향상시켰
다. 많은 역사가들이 초기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동을 위한 ‘다리’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두 개 이상의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기계에 관한 가장 초기의 돌파구는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상용화되어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18) Scheinman, V. (Producer). (August 10, 2015) Robotics History Narratives(<(검색일자: 2018.10.05.)http://robot
icshistory.indiana.edu/content/vic-scheinman)> 참조.
19) IFR. supra no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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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시스템을 향한 발전
향상된 로봇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은 로봇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AI,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항법장치
(navigation), 감지(sensing), 물체인식(object recognition),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등 로봇공학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재료와 혁신이 오늘날
로봇공학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AI의 혁신은 차세대 로봇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이것은 로봇이
장애물을 조종하고 우회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하다. 로봇 경로 계획을 위한 알고리즘
도구 개발의 획기적인 돌파구는 Randall Smith와 Peter Cheeseman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다.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에 대한 연구
결과는 SLAM 알고리즘의 진전을 이끌었다. 그리고 로봇 회사들은 여전히 이 보고서를
이용한다. 알고리즘은 로봇이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심
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로봇 분야의 연구자들은 현재 인간의 뇌를 모방하고, 언어와
의사결정 기술을 연마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다.
로봇은 향상된 연결성(connectivity), 센서 및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점점 더 데이터
중심으로 변모하고 더 지능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와 같이 혁신은 점차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통합, 통합된 로봇 및 지능형 운영 시스템의 전송에 대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응용 수준에서 자율 차량과 드론의 개발은 로봇공학의 확장으로 간주된다.

제3절 AI의 정의
1. AI의 정의
AI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능은
추상적, 복합적, 상대적이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에 대
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AI란 어떠한 인공물에 대해서 인간과 같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능을 부여하는 것, 특히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을 AI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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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정의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Charniak는 계산모델을 이용하여 정신적 기
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였다. Winstone은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
이디어를 연구하는 학문을 AI라고 하였다. Minsky는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
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Callan은 인간의 지능적 측면
즉,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계산 같은 것이 아니라 기계는 하기 힘들지만 인간은 비교적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추론, 인식, 지각과 같은 것을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계 알고리즘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Russell과 Norvig에 따르면, AI는 합
리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나 컴퓨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 이러한 AI에 대한 4가지 접근방법 중 하나는
지각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에이전트(agent)라
할 수 있다.
제2의 접근방법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공식적인 로직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은, AI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을 수행하고, 결과를 최적화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제3의 접근방법은 인간으로서 행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며, 자연어 처리,
지식 표현, 자동 추론 및 학습 테스트를 포함한 튜링 테스트21)로 개념화 된 대중적인
지능의 형태이다. 제4의 접근방법은 인간의 사고를 모델링하고, 인지 과학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Nilsson의 연구는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활동 그리고
지능은 어느 객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예지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는 것”이라
고 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다.22)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AI를 정의해 보면, AI란 스스로 사물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
을 인식하여 그에 대하여 유연성 있게 적응 또는 반응하고, 그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AI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
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비롯하여, 정
의가 다양하다. AI는 개념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이므로,

20) Stuart J. Russell and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3rd ed. (N.J.: Pearson, 2010).
21) 1950년 튜링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
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제안하였다. 이 테스트는 오늘날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
데, 다음과 같다. 독립된 공간에 컴퓨터, 사람, 심사원이 들어가 설치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문자를 주고 받은 후,
컴퓨터와 사람 둘 다에게 문자를 주고 받은 심사원이 어떤 상대가 컴퓨터인지 구별하는 것인다. 만약 심사원이
구별하지 못하면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김의중,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위키북스,
2016, 30면).
22) Nils J. Nilsson,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History of Ideas and Achie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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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와 동일한 기능을 재현하는 기술(강한 AI)까지 포함한다.23)
이러한 AI는 두 가지 접근 방법 즉, 공학적 입장과 과학적 입장으로 나누어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 공학적 입장은 사람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를 구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학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과학적 입장은 컴퓨터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인간 지능의 본질과 사고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학적 입장에서는 전산
학, 통계학, 물리학, 수학 등의 학문이 개입하게 되고, 과학적 입장에서는 심리학, 언어
학, 신경과학, 생리학 등의 학문들과 함께 연구가 되어야만 올바른 AI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 AI의 분류
1) 퍼지 인공지능
퍼지 논리(Fuzzy logic)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를 참 혹은 거짓의 이진 논리에
서 벗어난 다치성으로 표현하는 논리 개념이다. 퍼지 논리는 근사치나 주관적 값을 사용
하는 규칙들을 생성함으로써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기술(rule-based
technology)이다. 퍼지 논리는 자연 언어 등의 애매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1965년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L. A. 자데(Zadeh) 교수에 의해 도입된 퍼지 집합의 사고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퍼지 집합의 개념은 각 대상이 어떤 모임에 속한다, 또는 속하
지 않는다는 이진법 논리로부터 벗어나, 각 대상이 그 모임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
(membership function)로 나타내고 그 소속 함수를 대응되는 대상과 함께 표기하는
집합이다. 또한 퍼지측도(fuzzy measure)는 일반집합 A에서 위치가 애매한 원소 a가
A의 부분집합 P에 속한다는 말의 애매한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a와 A의 관계를 a가 A에
수학적으로 연속적인 소속성을 갖도록 표현한다. 퍼지의 원리는 모든 것이 정도의 문제
라고 주장한다. 퍼지성은 둘 또는 그 이상 아마도 무한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스펙트럼
을 의미한다. 퍼지성은 2진법이 아니라 흑과 백 사이의 무한한 회색의 농도인 아날로그
를 의미한다. 즉 1+1=2가 아니라는 뜻이다.24)25)
23) 日本 知的財産硏究所, 「ＡＩを活用した創作や３Ｄプリンティング用データの産業財産權法上の保護の在り方に關
する調査硏究報告書」, 2017. 2, p.5.
24) <(검색일자: 2018. 9. 25) https://ko.wikipedia.org/wiki/%ED%8D%BC%EC%A7%80_%EB%85%BC%EB%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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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experts system)은 생성시스템의 하나로서, AI 기술의 응용분야 중에
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즉 인간이 특정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진단 시스템, 설계 시스템 등이 있다.

3) 유전 알고리즘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은 자연세계의 진화과정에 기초한 계산 모델로서
존 홀랜드(John Holland)에 의해서 1975년에 개발된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최적화 문
제를 해결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생물의 진화를 모방한 진화 연산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실제 진화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으며, 변이(돌연변이), 교배 연산 등이 존재
한다. 또한 세대, 인구 등의 용어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사용된다.
유전자 알고리즘 의 장점으로는 “ ① 유전자 알고리즘은 복수의 개체 사이에서 선택이
나 교배 등의 유전적 조작에 의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해답의 탐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병렬적 해의 탐색과 비교하여 보다 좋은 해를 발견하기 쉽다. ② 뉴럴 네트워크,
특히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등에서는 평가 함수의 미분값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전
자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적응도를 분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평가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는 “ ③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없다. ④ 개체수, 선택 방법이나 교배법의 결정, 돌연변이의 비율 등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C> 참조.
25) 퍼지논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클 네그네빗스키, 「인공지능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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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 유전자 알고리즘의 흐름도

* 출처: 정환묵 편저, 지능정보시스템 원론, 21세기사, 1999.

4) 인공신경망

(1) 일반이론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란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
의 신경망(동물의 중추신경계중 특히 뇌)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
다. 인공신경망은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노드)이 학습을 통
해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모델 전반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는 오차역전파법을 이용한 다층 퍼셉트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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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잘못된 용법으로, 인공신경망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공신경망에는 교사 신호
(정답)의 입력에 의해서 문제에 최적화되어 가는 지도 학습과 교사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이 있다.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 학습이, 데이터 클러스터
링에는 비지도 학습이 이용된다. 인공신경망은 많은 입력들에 의존하면서 일반적으로
베일에 싸인 함수를 추측하고 근사치를 낼 경우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입력으로부터
값을 계산하는 뉴런 시스템의 상호연결로 표현되고 적응성이 있어 패턴인식과 같은 기
계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Ⅱ-3-2] 인공신경망의 계층 구조

* 출처: http://creativeprm.tistory.com/82

예컨대, 필기체 인식을 위한 신경망은 입력 뉴런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입력
이미지의 픽셀에 의해 활성화된다. 함수의 변형과 가중치가(이들은 신경망을 만든 사람
이 결정한다.) 적용된 후 해당 뉴런의 활성화는 다른 뉴런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처리는
마지막 출력 뉴런이 활성화될 때까지 반복되며 이것은 어떤 문자를 읽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기계학습과 같이-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풀기 어려운 컴퓨터 비전 또는 음성 인식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문제를 푸는데 이용된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며,
더 나아가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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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러닝과 딥러닝
가)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AI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머신러닝 시스템은 ‘학습하는 동안
의 감독 형태나 정보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나뉜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구성요소에는 데이터, 모델
표현, 모델평가방법이 있다. 데이터에는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집합
으로 구분된다. 모델표현에는 기호, 신경망, 유추, 베이지안, 유전기반 알고리즘이 존재
한다. 모델평가방법에는 정확도, 에러 제곱, 우도 등 각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Ⅱ-3-3]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유형

* 출처: 송준이, K-ICT 딥러닝 개요, ㈜아이덴티파이, p.14

머신러닝의 단계를 살펴보면, 학습(training)과 추론(Prediction/Inference)와 관련된
다. 학습이란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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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를 추론/예측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Ⅱ-3-4] 머신러닝의 프로세스

* 출처: 송준이, K-ICT 딥러닝 개요, ㈜아이덴티파이, p.15

① 지도 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Label)-명시적인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즉, (데이터(data), 레이블(label))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답을 알려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고양이 사진을 부여 주면서(input data), 이 사진은 고양이(정답지
label data)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도 학습에는 크게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로 나뉜다. 분류
는 어떤 데이터에 대하여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이진분류와 어떤 데이터에
대하여 여러 값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다중 분류로 나뉜다.
한편 회귀에는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feature)을 토대로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값은 실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지도학습을 이용한 알고리즘에는 딥러닝이 대표적
이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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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훈련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러므로 시스템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학습해야한다. 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기계 학습의 일종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이 방법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혹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과는 달리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는다. 예
컨대,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비슷한 방문자들을 그
룹으로 묶기 위해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방문자가 어떤 그룹에 속하
는지 알고리즘에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이
스스로 방문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40%의 방문자가 만화책을 좋아하고, 저녁에
블로그를 읽는 사람은 남성이며, 20%는 주말에 방문하는데 이들은 공상 영화를 좋아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계층 군집(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각 그룹을 더 작은 그룹으
로 세분화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 알게 된다면, 블로그에 어떠
한 글을 쓰는 것이 이로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자율 학습은 통계의 밀도 추정
(Density Estimation)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자율 학습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율 학습의 예로는 클러스터링(Clustering)26)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는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이 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은 주로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여 판단된다. 지도학습에 비하여
학습하기 어려우며 향후 머신러닝 분야에서 풀어야할 숙제에 해당된다.

③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준지도 학습은 목표값이 표시된 데이터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훈련에 사용
하는 학습을 말한다. 특히 목표값이 표시된 데이터가 적고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준지도 학습은 목표값이 충분히 표시된 훈련 데이터
26) 군집을 말한다. 군집 모델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하나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세트의 요약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요약 정보를 통해 전체 데이터 세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다. 군집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의중, 앞의 책,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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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지도 학습과 목표값이 표시되지 않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자율 학습
사이에 위치한다. 많은 기계 학습 연구자들이 목표값이 없는 데이터에 적은 양의 목표값
을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학습 정확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훈련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목표값을 포함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준지도 학습을 사용하여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준지도 학습의 중요한 예로는 구글 포토 호스팅이다. 이 서비스에 가족사진을 업로드
하면, 사람 1은 사진 1, 5, 11에 있고, 사람 2는 2, 5, 7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이는 비지도 학습(군집)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별로 레이블이 하나씩 있다면 사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고, 편리하게 사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④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기계 학습의 일종이다. 행동심리학에서 영감
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
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 제어이론, 운용 과학, 정보 이론,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통계학, 유전 알고리즘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된다.
운용 과학과 제어 이론에서 강화 학습이 연구되는 분야는 ‘근사 동적 계획법’이라고 불
린다. 또한 최적화 제어 이론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연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최적해
의 존재와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습과 근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강화 학습
과는 다르다. 경제학과 게임 이론 분야에서 강화 학습은 어떻게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평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행 로봇을 만들기 위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한다. 구글 딥마
인드 DeepMind의 알파고 AlphaGo 프로그램도 강화 학습의 좋은 예이다. 2017년 5월
바둑 세계챔피언인 커제 선수를 이겨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알파고는 수백
만 개의 게임을 분석해서 승리에 대한 전략을 학습했으며 자기 자신과 많은 게임을 하였
다. 알파고가 세계챔피언과 게임할 때는 학습 기능을 끄고 그동안 학습했던 전략을 적용
한 것이다.

26

⑤ 결합 알고리즘
위의 퍼지제어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 전문가 시스템과 인공신경망이 결합된 알
고리즘을 말한다. 최근 이들 알고리즘과 인공신경망이 결합한 AI 기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딥러링

딥러닝(deep learning)이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
(abstractions,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
하는 작업)를 시도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예를 들어, 이미지의
경우는 픽셀정보를 열벡터로 표현하는 등)로 표현(representation)하고 이를 학습에 적
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현기법을 만들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학습할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deep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deep neural networks, deep belief networks와 같은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이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신호처리 등의 분야에 적용
되어 최첨단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3-5] 딥러닝 학습 절차

* 출처: 송준이, K-ICT 딥러닝 개요, ㈜ 아이덴티파이,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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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딥러닝은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이 생략된다. 즉 인간이 선처리하는 작업이
없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딥러닝 알고리즘 중 회선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을 이용하여 이 알고리즘에 데이터(이미
지)를 그대로 던져 주면 스스로 분석한 후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딥러닝이다. CNN은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하거나, 새로운 질감을
가진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딥러닝은 넓은 의미에서 머신러닝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연구 분야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알고리즘이 딥러
닝이기 때문이다.

[그림 Ⅱ-3-6] 딥러닝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

* 출처: LG 디스플레이 블로그(Blog.lgdisplay.com) 참조

제4절 AI 관련 발명의 정의
1. AI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

AI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정의를 내리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I란 스스로 사물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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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연성있게 적응 또는 반응하고, 그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다. AI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에
속하므로, 강한 AI도 포함하는 넓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면, AI 관련 발명이란 학습, 추리, 추론 및 결정과 같이 인간이
지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또는 시스템 장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AI 관련 발명을 특별히 정의를 내리는 입법례나 실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정한 유럽 특허청(이하, ‘EPO’)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이하 ‘ML’)으로 구분27)
하면서, “AI와 ML은 분류(classification), 클러스터링 (clustering), 회귀(regression)
및 차원 감소(dimensionality reduction)를 위한 계산 모델 (computational models) 및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서포트 벡터 머신, k-평균 (k-means), 커널회귀(kernel regression) 및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28) 결국 AI와 ML 관련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ML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이하, ‘DL’)에
의한 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L을 이용한 AI는 인간의 신경세포의 움직임을 모방한 수학모델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종래 기계학습에서는 인식 정도를 좌우하는 특정량 설계를 인간이 하고 있었
다. 그래서 그 기계학습에서는 특징량의 설계에 인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상당한 기
술이 필요하고, 최적인 특징량을 설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DL에서는 입력 데이
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특징량을 도출한다. 게다가 빅데이터에 대표
되는 정보의 증가, 컴퓨터 처리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의 진화도 이루어져 영
상 인식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DL은 AI를 완성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의 하나이지만, DL
을 포함하여 AI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AI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DL의
학습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7) 유럽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Part G-Patentability 3.3.1.
28) 유럽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Part G-Patentability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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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1] 딥러닝을 이용한 AI의 모습

* 출처: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영업비밀 보호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제27회> 자료 4

위 그림에서와 같이, ML 또는 DL을 이용한 AI에는 ‘AI 프로그램’, ‘학습용 데이터’,
‘학습완료 모델’그 리고 ‘AI에 의한 생성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ML
또는 DL에 있어서는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기 전인 AI 프로그램
에 특정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학습을 하는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한
다. 이 ‘학습완료 모델’을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는 때에는 새로운 데이터나 지시를 입력
함으로서 ‘AI 생성물’이 출력된다. 이러한 AI 관련 구성요소들을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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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9) 특히 심층학습의 경우에는
인간의 뇌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의 학습방법이 있다.
이러한 심층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30)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
e, 이하‘OSS’)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31)

2) 학습용 데이터

기계학습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다. ‘선택이
나 선별 등이 되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 집합물’, ‘선택이나 선별된 데이터 집합물 중
데이터별 분류가 밀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 집합물’, 그리고 ‘선택이나 선별 등이 된 데이
터 집합물이나 데이터의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집합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학습완료 모델

AI 학습단계에서 일반적인 수법을 채용한 경우 대용량의 학습용 데이터와 대량 통계
자원, 시간이 필요하다. 즉 학습완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킴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라미터(계수)가 규정된 학습용 모델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모델은
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계수)의 조합이라고 해석된다.32)
여기서 학습완료 모델은 ‘AI 프로그램33)+파라미터’로 정의한다. 예컨대 DL에서는
29)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교사용 프로그램과 학습 후에 생성물의 생성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30) Google의 Tensorflow, Preferred Networks사의 Chainer 등이 있다.
31) 러닝머신 분야의 2018 최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텐서플로우(TensorFlow), 케라스(Keras) , 파이토치(PyTor
ch), Fast.ai, 체이너 (Chainer), H2O,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 MXNet 호러보드(Horovod), 딥러닝용
패브릭(Fabric for Deep Learning) 등 10개가 있다<(검색일자: 2018. 11. 25) http://www.itworld.co.kr/slideshow/
110976)>.
32) 知的財産戰略本部新たな情報財檢討委員會（(第2 回) 配布資料5、2 頁、6 頁<(검색일자: 2018. 11. 25)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7/johozai/dai2/siryou5.pdf )>.
33)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소스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기능이나 처리방법 등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개념적인 프로그램
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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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의 일종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각 뉴런 간의 결합의 정도인 파라미터(중
요도 계수)의 조합이 학습완료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4)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만, 학습용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된 파라미
터라고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습된 모델은 「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계수)의 조합」으로서 표현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5)

4) AI에 의한 생성물

AI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에는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창작물은 물론,
인간의 관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 소설 등의 저작
물을 포함하여, 발명이나 디자인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AI 관련 발명의 정의

AI 관련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traditional computer programming)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소 특정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입력 데이터
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 및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유용한 산출물
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검색엔진은 몇몇 키워드 또는 문장을 입력하고, 이를 처리하여
모든 검색 문서 및 인덱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생성하고, 이에 대응
하는 결과를 검색하고, 일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래머는 정의된 알고리즘 집합에 따라 이러한 단계를 명시적으로 구현
하는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AI 또는 ML 시스템은 다른 방식을 취한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명시
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 프로그램의 내부
상태가 변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알고리즘 내에 입력 데이터의 의미
에 기초하여 명시적인 코딩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래머가 이를 정의할 필요도 없이
34) 知的財産戰略本部新たな情報財檢討委員會(第2回) 配布資料5、2頁<(검색일자: 2018. 10. 17) http://www.kantei.g
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7/johozai/dai2/siryou5.pdf)>.
35) 심층학습에서는 ‘AI 프로그램’의 일종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와 각 뉴런간의 결합의 강도인 파라미터(계수)(이른바
‘중요도 계수’)의 조합이 학습된 모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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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의 패턴으로 기계가 학습한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종래의 검색 엔진의 성공 및 실패로부터 학습하기 위한 검색 엔진의 ML
구현이 개발 될 수 있다. 명시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질의로
변환하고 검색 랭킹으로 결과를 내는 대신에, 키워드의 표시 및 훈련 데이터 세트로
성공 또는 실패를 검색한 결과를 사용하여 ML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충분한 훈련
데이터와 올바른 ML 알고리즘 및 매개 변수 세트가 주어지면 그러한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키워드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키워드를 검색어에 매핑하거나 검색 결과의 순위를 매기려면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대신 개발자의 창조적 작업은 ML 시스템을 위한 알고리즘 및 매개 변수의 선택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키워드 및 기타 입력이 표시되는 방식을 설계하는데 있다.
또한 일단 ML 검색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베이스
내용 및 사용자 관심 분야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 성공 및 실패로부터 계속 학습
할 수 있다.
예컨대, Thaler의 ‘Creativity Machine’은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구조는 AlphaGo의 핵심인 ML 구조와 같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 및
/ 또는 과거 실적에 대한 응답으로 내부 상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데,
주어진 (훈련된)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림 Ⅱ-4-2] IEI's Patented Creativity Machine

* 출처: http://www.imagination-engines.com/iei_c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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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AI 관련 발명은 기본적으로 AI 프로그램, AI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완
료 모델(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의 조합)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으로 전통적인 컴퓨
터 관련 발명에 없는 학습데이터와 학습완료모델이 터 포함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학습용 데이터, 학습완료 모델이 포함되어야 AI 관련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ML의 비지도 학습(자율학습)이나 컨볼류션 신경망(convention
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DL을 통해 도출되는 인간의 관여가 없이 AI 스스로 만들
어 내는 학습모델 또는 학습 결과물이 발명의 구성에 포함되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과 차이가 있다.

제5절 소결
지능형 로봇은 ① 센서, ② 지능, ③ 구동부의 3가지 요소를 가진 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나 AI의 보급에 따라 위의 ③의 요소를 구비하지 않아도, ②만으로도
현실세계의 다른 물건이나 기계에 접속하여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IoT
가 가능하면, 위의 ①의 센서 마저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능형 로봇이란
단순한 의미의 로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로봇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와 같이, ①③의 요소가 없더라도 지능형 로봇은 구동될 수 있는 것이며 지능형 로봇은
AI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으로 AI는 일부 실무가에 의해 로봇공학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보지 않고, AI를 로봇산업과 분리
된 자체 기술 분야로 보는 것도 지배적이다. 어떻게 보든 간에 지능형 로봇의 핵심은
AI이며, IoT와 결합하면 지능형 로봇은 AI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퍼지 AI, 전문가 시스템, 유전 알고리즘만으로 구성된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다
루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AI와 관련된 인공신경
망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의 AI의 구조 및 개량에 관한 발명, 학습에 의하여 개발하거나,
이러한 AI가 탑재된 지능형 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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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형 로봇(AI)의 관련
발명의 주요 동향 분석

제1절 서설
AI 관련 발명의 출원 제도나 심사기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주요국의 AI 관련 산업의
정책과 시장 전망, 그리고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등록 동향 및 특허명세서 등을 분석
해 보는 것은 AI 관련 발명의 국제적 추이와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가늠하는데 주요
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P5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AI 관련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AI 및 지능형 로봇분야의 세계시장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AI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에 대해서는 IP5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연도별, 세부기술별(연도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고, 등록동향에 대해서는 기술별 출원대비 등록률, 각국 특허청별/출원인
국적별 등록률 그리고 주요 출원 및 등록인 TOP20에 대하여 각각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AI 관련 발명의 심사동향에 대해서는 지능형 로봇 관련 주요 사례 17건을
선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과 ‘특허청구범위 기재’부분을 분석하였다. 이하 살
펴본다.

제2절 주요국의 AI 관련 산업 동향
1. 산업 정책
1) 한국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 진행된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AI와 관련
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제의 목표는 ‘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자가
학습하며, 전문 직종에 취업 가능 수준의 인간과 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지식과 지능
이 진화하는 SW’인 엑소브레인 SW를 개발하는 것이다.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는 2013년
~ 2017년까지 1단계(핵심기술개발), 2017년 ~ 2020년까지 2단계(응용기술개발),
2020년 ~ 2023년까지 3단계(글로벌 기술개발)로 중장기 기술개발에 속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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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엑소브레인 세부과제별 기술 개발내용 및 전략
< 엑소브레인 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내용 >

< 연도별 기술개발 전략 >

※ 출처 : http://exobrain.kr/exointro

AI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정책은 크게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으로 나타났다. 이하와 같다.
[표 Ⅲ-2-1] AI 관련 기술분야 주요 추진 정책
분야

추진 내용

로봇

·‘70년대부터 민간분야(자동차 제조부문)에서 주도하에 자동차 용접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산학 자체적으로 로봇 R&D를 진행하였으며 ‘00년대 들어 정부주도하 로봇
R&D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을 실시

자율주행자동차

·‘15년 국토부(국토교통부) 주관 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
도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빅데이터

·13년 행정자치부 주관(관계부처 합동)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마련 크게 ‘사회안전’,
‘국민복지’, ‘국가경제’, ‘국가인프라’, ‘산업지원’, ’과학기술’로 나누어 세부과제 진행 중

사물인터넷

·‘14년 미래부 주관(관계부처 합동)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발표

36) 곽현·전성태·박성혁·석왕현,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동향,」, 이슈페이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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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AI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에 2조 2000억 원을 투자한
다.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8년 5월
AI R&D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AI R&D 전략은 크게 ① 기술력 확보 ② 인재 양성
③ 개방·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세 가지를 축으로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주무부처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분야(국방, 의료, 안전 등)를 대상으로 대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머신 러닝,
시각·언어 지능 등 범용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행
AI R&D 챌린지를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그랜드 챌린지 형태로 확대 개편
키로 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AI 국가전략프로젝트의 목표를 조정하고 대규모 병렬
처리용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AI를 적용한 후보물질 개발 단축, AI 알고리즘 고도화 등 동반혁신이
가능한 신약, 미래소재 분야를 대상으로 ‘AI+X(타분야)’ 융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뇌신경회로망 작동원리 규명, 뇌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 중장기 연구 개발을
지원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37)
AI 인재 확보를 위해선 AI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재’와 응용 제품·서비
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융복합 인재’로 구분해 육성키로 하였다. AI에 특화된 성장형
프로그램으로 총 5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9년부터 인공
지능대학원 신설(2022년까지 6개)하고 기존 대학 연구센터에 AI 연구 지원을 강화한
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 최고급 연구인력을 2022년까지 1400명 확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연구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컴 5호기에
AI 전용 자원을 할당하기로 하였으며, GPU기반 전용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까지 연
간 400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1억6000건 구축,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AI 허브’를 통해 제공
하기로 했다. 한국어 이해를 위한 말뭉치도 152억 7000어절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5,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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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AI 연구·개발의 전략 개요

자율주행 영상, 의료 영상 판독정보 등 새로운 산업육성에 필요한 AI 데이터를 발굴하
고 2019년까지 공공·민간 온라인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AI와 로봇, 자율차 등 지역
전략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AI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권역
별 AI 브레인랩(연구거점)’도 지정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윤리규범을 내재하는 연구, 자가 학습 AI가 초기 설정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기술(자가진단 정지 등) 연구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국민
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산업·과학기술 분야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산업, 복지, 행안, 국방부 등), 민간 위원(산학연 전문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전략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38)

2) 미국

미국은 범정부차원의 브레인 이니셔티브 정책을 ‘13년 2월에 수립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10년 동안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뇌지도 작성을 비롯하여 지각, 행동, 의식 등에 대한 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로서 기초연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의 전략, 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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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속한다. 주로 기초연구에 80%정도가 투자되고, 뉴로모픽칩(IBM), 뇌 스캔 이미
지 촬영 및 분석(Inscopix), 슈퍼 컴퓨팅을 활용한 뇌시뮬레이션(Google) 등에 나머지
20%가 투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FDA(식품의학
국), NSF(국립과학재단), NIH(국립보건원) 등이 정부기관으로 참여 중이며, 국가별로
는 유럽연합과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

[표 Ⅲ-2-2] 브레인 이니셔티브 주요 연구자별 투자안(‘13~’14)
o 민간 영역
-The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 $60M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 $30M
-Kavli Foundation : $40M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o 공공기관
-DARPA : $50M
-NIH : $40M
-NSF : $20M
o 연구 커뮤니티
-The National Photonics Institute : $30M
-University & Institute : $240M

※ 출처 : The White House(2014)40)

특히 미국은 AI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군사 목적용 R&D
를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I를 응용
한 기술 중 군에서 활용하기 미흡하거나 어려운 기술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전
시켜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애플의 AI 음성비서
‘시리’는 전투상황에서 필요한 개인비서를 가상화시켜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도록 개발
하였으나 실제 전시에서 사용하기에 기술성숙도가 미흡하여 애플社로 이전된 바 있다.

39) 곽현·전성태·박성혁·석왕현, 앞의 이슈 페이퍼, 21면 참조.
40) 위의 보고서, 2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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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인간 두뇌의 인지 형태 기반의 지식 처리를 위한 ‘Human Brain project’를 EU 6대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선정, 10억 유로를 투입하여 10년간 추진(~‘22년)한다.
Human Brain project에서는 인간의 인지 형태를 프로그램화 시켜 향후 인간의 지식
처리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 개발 예정이며, 세부분야로는 Data, Theory, ICT platform,
Application으로 나뉜다.

[표 Ⅲ-2-3] Human Brain Project 세부과제 및 연구내용

세부과제

설명

연구내용

투자규모

Application

인간의 지식을 식별 및 일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실험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기 위한
신경정보학과 뇌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영역

신경과학, 의학 및
컴퓨팅 기술에 의한
프로토타입 개발

2억
2,100만
유로

ICT platform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전에 진단법을 개발하거나 각 개별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방법, 그리고 질병과 약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된 진단을 해내는 방법 등
여러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적 탐구영역

신경과학 및
임상연구의 가속을
위한 봉합형 ICT
플랫폼 개발

4억
5,600만
유로

Theory

빠른 연산장치를 개발하여 뇌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으로 현재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영역

뇌 활동영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학적인 모델 개발

7,200만
유로

주로 신경과학, 의학 및 컴퓨팅 기술에 의한 프로토
타입 개발 분야

일반적인 뇌지도를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

3억
1,600만
유로

Data

※ 출처 : HBP홈페이지,https://www.humanbrainproject.eu/41)
41) 앞의 이슈페이퍼, 2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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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rain 프로젝트에서 ICT에 대한 역할은 6개로 구분하여 플랫폼을 정의하고
역할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Ⅲ-2-4] Human Brain Project 와 ICT역할
ICT 기술

역할내용

뉴로 인포매틱스 플랫폼

시맨틱 기술, 분산형 쿼리 처리기술, 유래추적 기술 등을 기반으로 대용량의
뇌 관련 데이터를 해석, 분석하고 뇌지도 구축에 활용

뇌 시뮬레이션 플랫폼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다계층, 다구조로 뇌의 형태와 기능, 역
할 등을 재현. 이를 통해 신경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신약개발에 활용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두뇌 시뮬레이션이나 뉴로포픽 컴퓨팅을 설
계하는데 활용.
엑사스케일의 두뇌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분야에 활용

의료정보 플랫폼

의료 및 연구기관에 수집도니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두뇌질환의 생물학
적 신호를 파악하는데 활용
뇌질환 진단, 예방, 신약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활용

뉴로모픽 컴퓨팅 플랫폼

뉴런을 닮은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여 신경과학의 비전문가나 공학자에게
실험을 수행하게 하거나 두뇌 지도를 구축하는 활용

뉴로 로보틱스 플랫폼

로봇의 몸체나 이용환경을 가상으로 구축하거나 로봇형태로 제작하여 두뇌
의 인지능력과 행위의 연결을 실험하거나 시뮬레이션에 활용
※ 출처 : EU(2012), 윤장우 외 4인(2016)을 재정리42)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로봇에 대해 EU는 제8차 FP내에 SPARC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국소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라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중심으로 로
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U는 Horizon 2020의 로봇 분야 전략 실행을 위해
euRobotics AISBL(Association Internationals Sans But Lucratif)43)를 구성하고
SPARC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I 다 분야에 걸친 황동과 정책 구축
을 목표로 총 21억 700만 유로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주요 내용은 ① 로드맵에 기반한
42) 앞의 이슈페이퍼, 24면 재인용.
43) euRobotics AISBL : 브뤼셀에 기반한 EU 내 로봇 관련자들 간 비영리국제기구로 유럽로봇 커뮤니티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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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혁신, ② 시장친화적 시스템과 기술 유도, ③ 유럽의 로보틱스 인프라 구축, ④
혁신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⑤ 투자와 기업가정신 촉진이다.

[표 Ⅲ-2-5] EU 주요국의 AI 정책 추진내용
국가

주요 추진내용

독일

중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인간-로봇 공동작업체계(SME Robotics Work System) 가발 등
‘하이테크 전략(Industry 4.0)’을 추진

프랑스

20년까지 세계 5대 서비스용 로봇국가 진입을 목표로 1억 유로 투자 계획안 발표(‘13년 3월)

네덜란드

14년 4월 경제부, 경제인연합, 상공회의소, 응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Smart Industy 발표

이탈리아

로봇 분야 첨단연구를 진행하는 통합 연구실인 도모까사랩(DomoCasa Lab)은 로봇시스템
이 장착된 집을 만들어 노령층 대상으로 주거 실험을 진행 중

스웨덴

인공지능, 자율성 로봇 및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여 PEIS(Physically
Embedded Intelligent Systems) 홈 랩을 구축하여 운영 중

4) 일본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위주로 파편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AI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가 언급 되고 있다. 2014년 9월 로봇혁명실현회의 결과를 발표하였
고, 2015년 1월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였다.(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2015).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을 세계 로봇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하는 ‘로봇 창출력의 근본적
강화’, ② 중소기업, 농업, 간병․의료, 인프라 등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 사회를 목표로
로봇이 일상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 활용․보급’, ③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빅 데이터,
IT와 융합, 네트워크, AI를 구사하는 로봇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로봇혁명 전개․발전을
들고 있다.
각 부처별로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각각의 축을 가지고 최근 AI에 관한
총체적인 R&D 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점차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44) 앞의 이슈페이퍼, 2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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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일본 인공지능 연구개발 체계
주요 영역 : 인프라, 의료, 에너지, 정보통신, 제조업, 교육, 농림어업 등
총무성

주요내용
o 뇌(腦) 정보통신
o 사회 정보 해석
o 혁신적 네트워크
o 음성인식, 다언어번역
주요 추친조직
=>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주요내용
o 기초연구
o 혁신적 과학기술성과 창출
o 차세대 기반기술 창출
o 기반환경 조성

주요내용
o 응용연구, 실용화
o 평가방법 표준화 등 공통기반
기술 정비
o 표준화 연구

주요 추진조직
=> 이화학연구소(RIKEN)
AIP 센터(설립예정)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인공지능프로젝트(설립예정)

주요 추진조직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인
공지능연구센터
=> 신에너지 산업기술총합개발
기구(NEDO)-AI프로젝트

* 출처 : 日經NIKKEI(2015)45)

AI 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화를 위해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는 로봇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인프라 ․ 재난
대응 ․ 건설, 농림수산업 ․ 식품산업 등 5개 분야를 2020년까지 집중적 정책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년간 제도 환경 정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로봇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1,000억 엔 규모의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5년간 관련 시장 규모를 현재의 4배인 2조 4,000억 엔으로 확대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AI 적용 제품은 크게 ① 휴머노이드
(서비스용로봇), ② 자율주행차, ③ 산업용로봇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일본은 인공지능기술전략 회의를 창설하였다. 이대 연구연대회의와 산업연대
회의를 각각 설치하였다. 연구연대회의는 3개의 부처(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가 행하는 연구개발의 연대를 구체화하였다. 산업연대회의는 3개의 부처가 연구개발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① 산업화 로드맵 책정, ② 인재육성, ③ 데이터 정비·
제공 및 오픈툴, ④ 벤처 육성·금융연대 등의 시책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였다. 또한
AI 기술의 윤리적 측면,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오픈 데이터의 추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횡단적인 사항으로서 별도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45) 앞의 이슈페이퍼, 22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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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그 밖의 관련 기술의 융합에 의한 산업화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AI 기술을 활용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이 계속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AI 기술은 기타 관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혁명 이후 과거의 기술을
보아도 자동차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한 것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관점에서 AI 기술과 그 관련 기술에 의한 산업화를 위한 도전적은 로드맵을 제시
하고, 산학연의 지혜를 모아 연구개발부터 사회구현까지 일관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AI 기술전략은 산업화 로드맵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점분야를 두고 있다.
① 사회 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해결의 필요성, ②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여, ③ AI 기술
에 의한 공헌의 기대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생산성’, ‘건강, 의료·간호’, ‘공간이동’의
3분야와 횡단적 분야로서 ‘정보보안’의 4가지 분야가 특정되었다. AI 기술은 어디 까지
나 서비스이다. 각종 데이터와 집계하여 처음으로 각 영역에 활용이 확산 (= "AI as
a service (AIaaS)). 이 계획은 3 단계의 단계로 나누어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① 1단계 : 각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AI 활용이 진행
② 2단계 : 개별 영역의 테두리를 넘어 AI 데이터의 일반적 활용이 진행
③ 3단계 : 각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서로 에코 시스템이 구축
1단계와 2단계의 경계는 대체로 2020년 2단계와 3단계의 경계는 대체로 2025년부터
2030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어디 까지나 기술적 가능성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 구현까지도 정비, 사회 수용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자율운전 등의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른 기술개발이 진전 될 가능성이 큰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이 진화되는 영역은 산업뿐만 아니라 생활권 소유 자원
절약,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의 축으로 확산 될 것이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을 구성하는 반도체 아키텍처, 이용 데이터의 질, 정보 처리 장소,
데이터 수집 등 개별 기술 수준과 데이터 환경이 단계의 진전에 깊게 관계한다.46)

46) 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総務省、文部科学省、経済産業省, に内閣府、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国土交通省), 人
工知能技術戦略実行計画,, 2018. 8<(검색일자:2018. 10.10) https://www8.cao.go.jp/cstp/tyousakai/jinkochino/k
eik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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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2015년 3월 열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에서 '차이나 브레인’47) 프로
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인간의 뇌지도 작성을 비롯해 지각, 행동, 의식
등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로써 대부분 기초연구에 속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13.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100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목록
중 뇌과학과 뇌관련 연구는 4위, AI 산업은 34위에 포함되고 있다. AI 핵심기술을 확보
하고, 스마트 가전, 자동차, 로봇 등 영역에서의 AI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AI 선두 기업
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48)

[표 Ⅲ-2-7]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방향
구분

정책방향

인공지능 신규산업 양성

- 초특급 규모의 신형 계산기를 개발, 음성, 동영상, 지도 등 수치의 라이브러
리 구축, 인공지능의 기초 자원과 공공 서비스 등 창의적 플랫폼 건설 강화.
시각, 스마트 음성 처리, 생물 특징 식별, 자연언어이해 등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의 연구와 산업화를 추진
- 인공지능의 스마트 상품, 공업제조 등 영역에서의 상업화를 추진

주요 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 전통 가전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가전 산업의 스마트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제고.
-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의 합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운전, 환경 감지
능력, 스마트 설비 탑재 등 기술 상품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가속화

단말 상품의 스마트화 제고

- 이동단말(mobile terminal)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능력을 제고.
- 인터넷 기술 및 감지, 식별, 스마트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의 로봇 영역에서의
응용을 추진하여 로봇 상품의 감지, 통제 등 분야에서의 성능과 스마트 수준을
제고
* 출처 : 한국무역협회(2016)

한편 로봇 분야 역시 산업으로써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안을
개발 중이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1위 로봇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발표(2014.6월)하
였다. 이미 중국은 제조업용 로봇 연간 공급대수 기준 세계 9위(2003년)에서 세계 2위
(2012년)로 급부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45% 달성을 위해 로봇
47)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제안된 ‘차이나 브레인’은 인간·기기
간 상호작용, 무인자동차, 군사·민간용 드론 등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는 개발 프로젝트이다.
48) 앞의 이슈페이퍼, 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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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계획 발표(2014.11월)한 바 있다. 2017년 7월 8일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국가차원의 AI 발전 중장기 계획이
다. 이 계획은 3단계 전략목표와 6대 중점과제로 나뉜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3단계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49)
첫째, 2020년까지 AI의 전반적인 기술 및 응용은 세계 선진 수준에 맞춰 AI산업이
중요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 AI의 핵심 산업 규모가 15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며, 연관 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25년까지 AI 기초이론은 기술응용 방면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차세대 AI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업 등에서 광범위한
응용을 가능케 해 AI의 핵심산업 규모가 4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며, 연관 산업 규모
는 5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셋째, 2030년까지 AI 이론 및 기술 응용 방면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해 세계 AI
혁신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아울러 AI 연관 산업 규모는 10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6대 중점 과제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① 개방협동형 AI 기술혁신 체계 구축: 기초 이론, 통용 기술, 혁신 플랫폼, 고급인력
등의 측면을 강화한다.
② 고효율 스마트 경제의 육성: 스마트 경제를 육성하여 AI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AI 혁신기지를 설립한다.
③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를 건설해 고효율
스마트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사회 관리의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표 Ⅲ-2-8] 스마트화 사회건설 세부 내용
연번

1

항목명

인공지능 신흥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상세 내용
-

스마트 소프트 하드웨어
스마트 로봇
스마트 운반 도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단말장치

49) Kotra 해외 시장 뉴스<(검색일자: 2018. 11.08)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
obalBbsDataAllView.do?dataIdx=160605&searchNationCd=101046>.

48

- 사물인터넷 기기

2

스마트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3

스마트 기업의
대대적 발전

4

인공지능
혁신기지 건설

-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금융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홈
기업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추진
응용 방면의 인공지능 공장 확대
인공지능산업의 선두기업 양성 가속화
창조와 응용 방면의 인공지능기술 시험 시범 추진
국가 인공지능산업단지 건설
국가 인공지능혁신기지 건설

*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참조

④ 인공지능 영역의 군민융합(軍民融合) 강화: 인공지능 영역의 군민융합을 강화하
고, 군민 쌍방 간의 AI 기술 응용을 촉진시키며, 군민 혁신자원을 공동 건설 및 공유한다.
⑤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인터넷,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의 고효율화를 통해 고효율의 스마트 인프라 설비 체계를 구축한다.
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계획: 차세대 AI가 갖는 중대 이론과 통용 기술의 난제
를 겨냥해 전체적 관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AI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며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 임무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AI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중국 인공지능 발전계획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AI 계획 추진사무국을 설립해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AI 전략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AI의 혁신성, 전략성과 같은 중요 문제
를 연구하고 AI 관련 중요 정책에 자문 평가를 제공예정이다. 또한 AI 싱크탱크를 구축
하여 AI의 중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AI 발전에 강령한 지적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 또한, AI 싱크탱크를 구축해 AI의 중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AI 발전에 강력한 지적 자원 제공할 예정이다50).

2. 시장 전망
최근 기계 학습(심층 학습: 딥러닝)의 기술 발전에 따라 AI 기술의 활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AI는 다양한 지각, 사고, 추론, 기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와 각종
50) 앞의 Kotra 해외 시장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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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해서 대체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컴퓨터와 기계에 탑재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요 AI 기술에는 음성인식(인간의 말을 문
자로 변환하는 기술)이나 영상 인식(영상을 인식하고 인물이나 물체 등 대상물을 특정
하는 기술), 자연 언어 처리(음성 조작, 음성 검색, 기계 번역, semantic 검색 등), 머신
비전(Machine Vision, 로봇이나 각종 기계에 공학적인 시력을 갖는 기술), 기계 학습(컴
퓨터와 각종 기계가 빅 데이터 등을 해석하고 학습하는 기술), 확률적 추론(기계 학습
등의 성과를 쓰고 사물의 상관성과 인과 관계를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것)등이 꼽힌다.
미국의 조사업체(회사) Tractica사의 2016년 8월 25일 발표에 의하면, 2016년을 기
준으로 세계 AI 시장 규모는 6억 4,365만 달러이며, 2025년에는 368억 1,816만 달러
(약 57배) 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51)

[그림 Ⅲ-2-3] 세계 AI 시장 규모(2016~2025, 단위: 억 달러)

* 출처: Tractica가 Statista를 기초로 작성52)

또한 인터넷 조사업체인 Statista사의 세계의 AI 시장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북미,
아시아·태평양, 유럽 지역에서 AI 시장의 대부분(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39%, 32%, 26%를 차지한다.53) 분야별로 보면, 예컨대, 로봇 공학분야와 조합한 이용
51) https://www.tractica.com/newsroom/press-releases/artificial-intelligence-revenue-to-reach-36-8-billionworl
dwide-by-2025/
52) Statista “Revenues fro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rket worldwide, from 2016 to 2025 (in million U.S.
dollars)”
53) Statista “Revenues fro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rket worldwide in 2015, by region (in bill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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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어드바이저 로봇, 자율 주행차, AI 분석이 2030년까지 시장 규모에서 상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54)

[표 Ⅲ-2-9] 로보틱스와 AI 세계 시장 규모(2018~2030)의 예상에 근거한 분야별 추정치)
분야(추정시장규모)

시장규모(10억 달러)

어드바이저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분석
산업로봇
로지스틱스, 소재
수술
개인용 캐어 로봇
농업 로봇
드론
가정용 로봇
엔터테인먼트ㆍ레저
군사
외골격
rehabilitation

* 출처: Bank of America、Merrill Lynch 등 관련 데이터에 기초하여 Statista사가 작성

또한 순수한 AI 용도에 대해서는 향후 분야별 시장 규모의 순위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
로 예상된다. 예컨대, Tractica사의 2016년 9월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시점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지리적·공간적 영상으로부터 물체의 동정, 검출, 분류, 추적’에 대해서는
dollars)” 2015.
54) Statista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worldwide market size estimates, based on 2018 to 2030
forecasts, by segment (in billion U.S. dollars)”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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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장규모는 확대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이용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야로서는 ‘거래 전략 알고리즘 개량’, ‘이미지 인식, 분류, 태그 붙임’, ‘의료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처리’ 등을 들고 있다.

[그림 Ⅲ-2-4] 시장규모 순의 AI 용도 TOP 10(2016~2025, 억 달러)

* 출처: Tractica의 Statista를 기초로 작성55)

이러한 가운데, IT벤더의 AI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톱 IT기업을 대상으로 비즈
니스의 방향성을 찾고자 실시한 Technology Vision 2016 Survey에 따르면, 참여 IT기
업의 경영진의 70%가 2년 전과 비교하여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현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55%는 “기계 학습 및 AI가 포함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제1분기까지 전 세계 AI의
Equity Funding은 1,241건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 총액은 66억 달러를 넘었다. 더욱이
AI영역에 대한 Equity Financing은 2011년 2억 8,200만 달러에서 2015년 24억 달러까

55) Statista “Market revenue of top 10 use cases/seg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orldwide, from 2016
to 2025 (in million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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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하였다. 이는 5년간 약 8.5배 증가한 것이다. 기존의 IT벤더와 함께 AI분야에서
벤처 기업의 활약도 기대된다. Statista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시점에서 벤처 기업
수가 많은 AI기술은 ‘기계 학습(응용 및 전반)’, ‘자연 언어 처리’, ‘컴퓨터 비전(응용
및 전반)’등이다.

제3절 주요국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분석
1. 분석의 개요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동향 분석의 대상은 2013년 1월 1일에서 2018. 8월 현재까
지 출원 및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AI 분야의 특허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분야의 특허 검색을 위하여 AI 기술을 5가지 세부기술로 분류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기본기술체계에 따른 것으로, AI 기술은 크게
학습 및 추론 기술(AA), 상황이해 기술(AB),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 기술(AE)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학습 및 추론 기술(AA)이란 분석된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지식표현 기술, 축적된 전문지식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규칙이 저장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지식베이스 기술을 말한다.
상황이해 기술(AB)이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감정이해 기술,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3차원 세계를 변형시키는 공간이해 기술, 다른 에이
전트와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지능 기
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인자가 이해 기술을 말한다.
언어이해 기술(AC)이란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술, 디지털 음성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 가능한 언어
로 변환하는 음성처리 기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자동통번역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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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해 기술(AD)이란 영상 데이터 자체의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
색을 수행하는 내용 기반 영상 검색 기술,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사물의 행동을 인식하는
행동인식 기술, 영상 데이터로부터 지식정보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시각지식 기술을 말
한다. 인식 및 인지 기술(AE)이란 경력 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등 일상생활에서의
지능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의 생활을 이해하는 휴먼라이프 이해 기술, 인지심리
학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 구조를 모델화하는 인지 아키텍처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AI 분야의 세부 기술영역에 속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출원된 AI 특허를 검색하였다.

[표 Ⅲ-3-1] 인공지능 기술분야별 선정 키워드
기술명

인공지능

세부기술

키워드

학습 및 추론기술(AA)

신경망, 머신러닝, 딥러닝, 기계학습, 지도학습, 비
지도학습, 자율학습, 강화학습, 클러스터링, 결정
트리, 역전파, 지식베이스, 지식추론

상황이해 기술(AB)

감정이해, 공간이해, 감정표현, 협력지능

언어이해 기술(AC)

자언어 이해, 자언언어 처리, 형태소 분석, 시맨틱,
질의응답, 음성변환, 기계번역

시각이해 기술(AD)

영상 인식, 특징 추출, 오브젝트 인식, 배경 인식,
얼굴 인식, 컴퓨터 비전

인식 및 인지 기술(AE)

뉴로모픽,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로 피드백

2.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동향 분석
1) 검색 결과
위의 AI 기술 분야별 키워드에 따라 검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AI 기술의 기반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세부기술 분야와 중복되어
검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세부기술 분야의 특허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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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별, 기술분야별 유효 특허수
기술명

세부기술

인공지
능

학습 및 추론기술(AA)
상황이해 기술(AB)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 기술(AE)

합계

KR
315
166
318
164
111
1,074

US
1,117
78
1,797
1,314
289
4,595

유효특허수
JP
EP
120
209
53
15
415
172
158
170
26
41
772
607

CN
1,840
266
2,106
1,375
294
5,881

합계
3,601
578
4,808
3,181
761
12,929

2) 국가별·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먼저, 국가별 AI 특허의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5,881건, 미국이 4,595건, 대
한민국이 1,074건, 일본이 772건, 유럽이 607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허출원 중 중국이 45%, 미국이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AI 기술분야
의 특허출원은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
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2015년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른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비중은 8%로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다소 앞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도국인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Ⅲ-3-1] 주요 국가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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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언어이해 기술(AC)이 4,808건, 학습 및 추론
기술(AA)이 3,601건, 시각이해 기술(AD)이 3,181건, 인식 및 인지 기술(AE)이 761
건, 상황이해 기술(AB)이 578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 기술(AC)과 시각
이해 기술(AD)은 꾸준히 출원되는 분야로, 각각 전체 출원 건수의 37%, 25%를 차지하
고 있다. 반면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6년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전체
출원 건수 중 28%를 차지하였다.

[그림 Ⅲ-3-2] 주요 국가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3. AI 관련 발명의 특허등록 현황 분석
1) 기술별 출원대비 등록률
AI 분야의 기술별 등록율은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가 3,601건 출원에 7,444건
이 등록되어 등록률은 20.7%로 나타났으며, 상황이해 기술(AB) 출원 578건, 등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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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34.4%, 언어이해기술(AC) 출원 4,808건, 등록 1,282건으로 26.7%, 시각이해
기술(AD) 등록 3,181건, 등록 1,266건으로 39,8%, 인지 및 인식 기술(AE) 출원 761
건, 등록 224건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 보면 시각이해 기술이 출원 대비 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기술 분야별 등록률
기술 분야

출원

등록

등록률

학습 및 추론기술(AA)

3,601

744

20.7%

상황이해 기술(AB)

578

199

34.4%

언어이해 기술(AC)

4,808

1,282

26.7%

시각이해 기술(AD)

3,181

1,266

39.8%

인식 및 인지 기술(AE)

761

225

29.6%

전체 출원 대비 기술분야별 출원비율은 언어 이해 기술(AC)이 가장 높았고,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가 27.9%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건수 대비 기술분야별
등록비율은 언어이해 기술(AC)와 시각이해 기술(AD)이 각각 34.5%와 34.1%를 기록
하였다.

[표 Ⅲ-3-4] 전체 출원/등록 건수 대비 기술 분야별 출원/등록 비율
기술분야

전체 출원건수 대비 출원률

전체 등록건수 대비
등록률

학습 및 추론기술(AA)

27.9%

20.0%

상황이해 기술(AB)

4.5%

5.4%

언어이해 기술(AC)

37.2%

34.5%

시각이해 기술(AD)

24.6%

34.1%

인식 및 인지 기술(AE)

5.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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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하와 같다.

[그림 Ⅲ-3-3] 기술 분야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

기술 분야별 각국 특허청 등록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 기술의 시각이해 기술
(AD)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AI 관련 발명 내지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성립성, 진보
성 판단기준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Ⅲ-3-5] 기술 분야별 각국 특허청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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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 특허청별/출원인 국적별 등록률

각국 특허청별 AI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 대비 등록건수 비율은 한국 특허청이
45.79%로 등록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이 44.9%, 일본이 37.8%, 중국이 14.2%, 유럽
이 5.6%로 나타났다.

[표 Ⅲ-3-6] 각국 특허청별 출원건수 대비 등록 건수
office

출원

등록

등록률

한국

1,074

491

45.7%

미국

4,595

2,064

44.9%

유럽

607

34

5.6%

중국

5,881

835

14.2%

일본

772

292

37.8%

각국 특허청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하와 같다.

[그림 Ⅲ-3-4] 각국 특허청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에 따른 등록률을 살펴보면, 한국이 출원
1,277건, 등록이 557건으로 등록률이 43.6%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출원 1,290건, 등
록이 552건으로 등록률이 42.8%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미국이 출원 3,691건, 등록이
1,464건으로 3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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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대비 등록 건수
출원인 국적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출원
1,277
3,691
625
5,694
1,290
352

등록
557
1,464
164
877
552
103

등록률
43.6%
39.7%
26.2%
15.4%
42.8%
29.3%

출원인 국적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하와 같다.

[그림 Ⅲ-3-5] 출원인 국적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및 등록률

출원인 국적별 각국 특허청의 등록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국의 국적을 가진자
가 자국의 특허청에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특허출원이 많았고, 미
국 국적을 가진 자가 등록 건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 국적 자는 출원 1,277건, 등록 567
건으로 등록률이 43.6%로 가장 높았다.

[표 Ⅲ-3-8] 출원인 국적별 각국 특허청 등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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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출원 및 등록인 TOP 20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허출원 건수 대비 등록건수, 즉 등록률
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ICT 강자인 IBM이 1위, Google이 2위, Samsung electronics
가 3위로 나타났다. 그 뒤로 Microsoft, Qualcomm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인 ETRI는 7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등록인 TOP 20도 주요 출원인
TOP20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3-6] 주요 출원 및 등록인 TOP 20

제4절 주요국의 AI 관련 발명의 등록특허의 명세서 분석
1. 분석의 범위

등록특허 분석은 앞선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2013년 1월 1일에서 2018. 8월 현재
까지 특허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에서 도출된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 12,929건 중
등록된 특허 3,716건을 대상으로, AI, 인공신경망, 로봇 등의 주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지능형 로봇 특허라고 볼 수 있는 사례 17건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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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I의 구조가 제시된 정도를 ‘① AI 구조의 제시 없음, ② 기초예시,
③ 사용 툴 제시, ④ 본 발명관련 구조제시, ⑤ 본 발명 관련 구조와 동시에 학습된 인공
신경망의 노드 값 제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인공신경
망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적합한 분류이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 관련 발명은 인공신경망 기술자체를 개량하려는 발명과 인공
신경망을 응용한 제어기를 개발하는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 기술 자체를
개량하려는 발명은 인공신경망의 새로운 구조를 개선하거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등
의 발명이다. 이러한 발명은 인공신경망의 입력노드, 출력노드, 히든노드의 개수나 구조
등에 관계없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명들은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발명에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학습
데이터의 형태나 종류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발명들이다. 또한
인공신경망을 응용한 제어기에서도 인공신경망으로 신호처리를 하기 전 단계 또는 후처
리 등을 개선하는 발명들 또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공신경
망에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므로 학습데이터 또는 출력데이터의 종
류와 형식 등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공신경망 발명을 나누다보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출원과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대범주에는 속하지만,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순수한
인공 지능 학습된 제어기의 발명이 구분될 수 있고, 인공 지능 학습된 제어기의 경우에
도 딥러닝 패키지 프로그램 또는 매트랩과 같은 상용 인공신경망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발명하고 출원한 발명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 소스의 일부만으로도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습된 인공신경망 노드값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소프트웨어 패키지 툴을
사용하여 개발했는지로 구분하였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덜 공개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제시하지만, 노드값을 제시하지 않는 발명과
노드값 까지 제시한 발명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관하여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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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분석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어디까지 하여야 통상의 기술자가
인공신경망이 포함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발명을 가능한 적절한 종류로 구분을
하였다. 구분된 각각의 인공신경망 발명은 발명의 성격에 따라 발명에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재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발명의 종류별로 필수 구성요소를 선별하여
보았다. 먼저, 인공신경망 자체의 개선을 위한 발명들은 인공신경망의 기본원리를 개선
하는 것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공신경망의 구조, 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를 제공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공신경망 자체의 개선사항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하면 된다.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발명들은 인공신경망 자체의 개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분리하여 구분한 이유는 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과 관련된 인공신경망의 구조의 제시나 학습방법 설명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예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신경망 자체의 기능개선과는 조금 차이
가 있게, 발명의 설명에 필요한 구조의 제시와 학습데이터의 예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발명으로 인공신경망의 전단과 후단의 기능을 개선
하는 발명이다. 인공신경망을 중간에 제어기로써 사용하고, 인공신경망 전단과 후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발명으로 일반 프로그램 발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는 인공신경망의 구조나 학습된 노드 값 또는 학습데이
터와 학습방법의 제시 없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발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처리방법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면 되는지, 출원 발명 전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기재하여야
하는지의 기준에 따라 중간에 연결되는 인공신경망의 기재 요구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상세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예시는 있어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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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학습된 인공신경망 제어기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다. 통상의 기술자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용이 실시를 위하여서는 인공신경
망 학습데이터와 인공신경망 구조, 인공신경망 노드값 등의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인공신경망 구조의 제시, 전체 학습데이터의 종류의 제시와 일
부 학습데이터 셋의 제시, 학습방법의 실시예 등을 제시한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노력 없이, 학습데이터를 구하고,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달리하여가며 학습하여 출원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학습된 AI를 사용하는 제어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어떠한 학습된 AI 제어기의 구조, 학습방법, 학습데이터의 제시 등이 없는 경우
일반 제어기로 학습된 AI 제어기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일반 제어기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일반제어기로의 대체
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
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표 Ⅲ-4-1] 인공지능 발명의 구분

구분

인공 신경망
자체 개선

인공신경망
학습 방법 개선

인공신경망
학습 데이터
/ 출력데이터
처리방법 개선

구조제시필요

×

△(경우에
따라 다름)

×

노드값

×

×

×

학습
데이터 제시

×

△(예시 필수)

△(예시 필수)

진보성판단
방법

컴퓨터프로그
램발명

컴퓨터프로그
램발명

컴퓨터프로그
램발명

인공 신경망
학습된 제어기
○/
사용 툴 및
소스 제시
○/ 학습방법
구체적 제시
○/ 전체 또는
부분
학습된 발명

단순한
인공지능
제어기 사용

×
×
×
일반 제어기로
심사

위와 같은 이유로, 인공신경망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의 분석에 있어서도 학습데이터를
제시한 경우, 학습데이터의 종류만을 제시한 경우, 학습데이터의 종류와 형태 모두를
제시한 경우, 실제 학습에 사용한 학습데이터의 일부만을 제시한 경우, 학습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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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시하거나, 학습데이터를 제시하였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일부 제시된 학습데이터
로부터 전체 학습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출원을 심사한다면 인공신경망 기술의 종류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잘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정량 분석결과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석

본 연구의 심사 사례 분석에 사용된 지능형 로봇의 학습과 관련된 AI 발명 중 5건의
인공신경망 구조개선에 관한 발명과 17건의 인공신경망 활용 지능형 로봇 또는 지능형
제어기 발명이다(아래 표 참조).

[그림 Ⅲ-4-1] 인공신경망 관련 발명의 종류

실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분석한 결과, 인공신경망 구조에 관한 제시가 없는 발명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신경망 활용 제어기에 관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신
경망의 구조조차 제시하지 않는 발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구조를 제시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인공신경망 사용 툴을 제시한 발명이 5건이고,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정확
히 제시한 발명이 1건으로 총 6건 정도만이 인공신경망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며 인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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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인공신경망 자체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발명 5건을 포함하
면 50% 정도만이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관한 기재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4-2] 인공신경망의 구조의 제시 유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학습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제시하였
다고 볼 수 있는 학습데이터 일부 제시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출원이 3건으로 약 14%가 되지 않았다. 5건의 인공신경망 구조개선 발명은 학습
데이터의 제시조차 필요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18%만이 학습데이터를 실질적으
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림 Ⅲ-4-3] 학습데이터 제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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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의 기재는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한 경우가 7건으로 전체의 약 32% 정도
였으며, 학습방법의 제시가 필요없는 인공신경망 구조개선 발명 5건을 포함하면, 약
42%의 발명이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데이터의 제시가 없는 학습방법의 제시는 학습방법의
제시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학습방법의 제시라 볼 수 없다.
전체 분석에 사용된 출원발명 중 실질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데이터를 제시
한 발명은 1건도 없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함에 사용 툴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종
류와 형태를 제시한 발명이 있을 뿐이며, 이 발명 또한 학습방법에 관하여서는 예시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보통 인공신경망의 발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발명자가 직접 프로그램하는 경우와
상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상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정의한 소스 코드와 학습이 완료된 인공신경망 노드 값 등을 제시하는
것이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경우는 프로그램 작성자
도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노드값을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드 값을 출력
하는 코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할 것이다.

2) 청구범위 기재내용 분석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
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을 그 기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구성을 청구범위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지능형
로봇관련 인공신경망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개선한 구성을 청구범위에 기재한 경우가 2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청구범위에 발명도 명확
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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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의 기능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기능적으로 기재한 발명이 9건 있었다.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개시되지 않는 상태에
서 기능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공신경망제어기가 일반제어기로 대체 가
능한 것이라면, 그냥 일반제어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용도로 학습된 인공신경망 제어기를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망 제어기에 관한 기재가 충분하지 않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제어기의 구성적 외연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불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을 포함하여도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청구범위에 인공신경망 학습데이터의 구조를 기재한 경우도 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공신경망 학습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9건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인공신경
망 제어기의 구조를 제시한 발명은 1건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4-4] 청구항 기재내용 분석

3) 소결

상기의 분석 결과로부터 아직까지는 인공신경망을 포함하는 발명의 경우 출원과 심사

68

가 컴퓨터프로그램 심사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분석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다. 즉, 분석한
특허 중 1건만이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제시한 것만 보아도 학습을 포함하는 AI
발명에서 학숩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발명의 주요 구성으로 출원인들이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포함하는 발명에서 인공신경망을 개발하는 개발 툴을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도 5건으로, 인공신경망을 개발하는 부분역시 발명의 핵심 구성으
로 출원인이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된 인공신경망은 시행착오에 의하
여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중요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 출원인의 주된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학습방법의 제시는 예시를 포함하여 약 55%였다. 이는 학습방법
은 일종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기재
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한다는 출원인의 인식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습데이터에 관해서는 3건 만이 학습데이터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이는 프
로그램발명에서 데이터를 중요시하지 않는 심사관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러나 학습에 의하여 특정한 기능을 갖게 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은 학습데이터의 셋에
따라 다른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생성되는 것을 발명자가 알고 있다면, 학습된 인공신경
망을 포함하는 발명에서 AI의 학습에 사용된 학습데이터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기 분석 결과로부터 현재까지의 학습을 포함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발명의 심사기준에 맞추어 출원되어온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인공신경망의
출원에서는 학습데이터의 제시와 인공신경망의 구조제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
범위에 기재된 인공신경망의 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러
한 기재가 충분한 발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또한, 인공신경망 발명을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의 한 종류로 보고 인공신경망의 구
조와 노드 값 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원과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기술발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과거의 학습을 포함하는 인공신경망 관련발명은 인공신경망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이용해보자는 것이 그 발명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를 특허출원하고자 하였다.
즉, 인공신경망을 잘 만드는 것이 바로특허와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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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새로이 출원될 발명은 동일한 인공신경망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제어기에 있어서, 학습데이터 집합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를
이용한 학습과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생성된 학습된 AI 제어기는 기존의 일반 on/off
또는 PID 제어기 또는 다른 학습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AI제어기 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발명이 포함되다. 이는 향후 초연결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최적화된 빅 데이터
에 의하여 학습된 기계장치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코딩으로 풀 수 없었고, 기존의 학습
된 인공신경망 제어기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면,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망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에 의한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된 인공신경
망의 발명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발명들이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어떻
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즉, 현재까지의 AI와 관련된 출원과 심사는 AI의 학습과정과 학습데이터 셋의 중요성
을 발명에서 간과하고 출원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4. 정성 분석결과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석

AI로봇 분야 중 학습에 의하여 지능을 형성하는 발명들의 경우 잘 작성된 명세서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개별 출원 건의 사안에 따라 똑같이 기재가 없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심사
건과 문제가 되는 심사 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중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 발명의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둘은 본 발명이 기존의 기술의 일부를 개량한
경우 본 발명의 개량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발명이 실시가능한지 여부이다.
먼저, 본 발명에 기재된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는지
를 심사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학습과정을 포함하는 AI 발명의 경우 방법

70

발명인 경우가 많아, 방법으로 학습에 의한 AI 발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구성
하는 인공신경망의 구조나, 학습데이터 등의 제시 없이, 발명을 설명한 경우 통상의 기
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거절이유로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본 출원 발명의 기술내용에 관하여서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으나, 본 출원 발명
이 기존의 기술의 일부를 개량한 경우 기존 기술과의 결합관계나 기존 기술과 결합된
전체 기술의 실시 예 등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본 발명의 기술이 포함된 전체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기술이 입력
값에 따른 간단한 분류와 같이 매우 단순한 AI 기술을 사용한 것이어서, 학습기능을
포함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나 학습방법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공신경망을 포함한 발명에서 절대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데
이터 및 학습방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의 발명을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예시로써, 딥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제어기의 개발에 관한 발명이라면,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딥러닝의 학습입력 데이터에 관하여 막연히 영상이미지를 학습하여 자율주행
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영상이미지의 예시로써, 실제 발명에 사용한 영상이미지
의 예시와 영상이미지의 크기와 형식, 베스트 프랙틱스는 아니어도 딥러닝 구조 제시
또는 소스코드 일부 제시, 학습방법의 설명 또는 딥러닝 소스의 일부 제시 정도면 통상
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는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써,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방법의 개량이라면, 개량된 학습방법을 제시
하고 설명하는 이외에도 기존의 딥러닝에 본 발명의 개량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딥러닝 개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소스코드 또는 적용 지점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기재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 미완성 발명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 미완성 발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출원이 있다. 즉 발명의 모든 기술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음성을 인식하고, 인식된 음성으로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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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을 감정인식부로 인식하여, 인식된 감정에 적합한 음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
는 감정인식에 기초한 고객응대방법과 같은 발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의 음성인식방법은 사용자의 음성으로부터 구문 또는 단어를 추출하
는 것이므로, 음성인식의 기본적인 사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감정을 사용자의 음성으로부터 인식하는 구성은 좀 더 특별한 음성인식으로 이러한
인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다면, 음성
으로부터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이 본 발명에서 완성된 기술인지, 기능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미완성 기술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이러한 기술구성이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미완성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범위 기재내용 분석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발명에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학습을 포함한 AI 발명이 학습에 의하여 진보성을 가지는 발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즉, 기존의 프로그램 발명은 일종의 방법 발명으로 결합되는 데이터의 기능에 관계없
이 방법이 같거나, 진보성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기술구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특허
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방법 발명 중에 AI 학습을 포함한 발명과 같이 학습과정에서
데이터와 프로그램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형성되고, 그 유기적인 결합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발명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면, 데이터의 결합을 구성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특허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기존의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기존발명
과 데이터가 결합되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선택발명임을 명확히 한다면 청구범위가
자체로써 명확하고 간결하며, 진보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에서 분석한 상당수의 출원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청구범위 기
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이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기능적인 표현을 뒷받침하는 구성의 기재가 청구범위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음성인식부” 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명확한 기재라 볼 수 있다. 수많은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음성인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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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상기 음
성인식부가 본 발명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특별한 음성인식부라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보성 문제로 보고 심사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음성인식부에서 인식된
구문으로부터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면,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의 구성이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앞에
기재된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음성인식부”와 같이 진보성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청구범위 불명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사관
행상 이러한 심사관의 지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많은 수의 특허들이 이러한 지적 없이
등록되었다.
여기서 심사 시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보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원인의 권리범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예로든 청구범위 기재방법은 AI 학습과정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
하고,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데이터를 달리하여 각별한 효과를 일으키는 발명을 각
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원 시에 청구범위를 예시와 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프로그램 발명 또는 AI를 포함한 발명으로 출원을 하고,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에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인용
발명들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예로써,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어부에 관한 발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청구범위 불명확으로 예로
든 “상기 음성인식부에서 인식된 구문으로부터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으로 학습
된 감정인식부라면”의 기재를 명확히 보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라면…”의 발명의 구성의 기재는 일반적인 기술구
성이 아닌 본 발명의 특별한 구성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기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그들
의 결합관계에 관하여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구성 이외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그 구성을 포함하는 발명의 구성적 외연이 불명
확하다고 청구범위의 기재를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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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기와 같은 청구범위 기재불비에 관한 거절이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
하다면 청구범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라면…상기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감정인식부
는 입력으로 음성파일 및 음성주파수 분석데이터를 이용하고, 출력으로 기쁨, 싫음, 화
남의 3가지 감정을 0에서 1로 표시하고,...”와 같이 적어도 학습된 감정인식부의 입력변
수와 출력 값을 기재하여야 청구범위에 기재된 감정인식부의 구성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감정인식부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반드시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1실시예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노드값을 모두 제시하거나,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를 제시하고, 인공신경망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범위 예시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제어기를 발명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청구
범위에 적어도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입력 변수와 출력 값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하여야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 및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형식과 데이터의 예시 또는 입력 값의 범위와 같이 명확히 어떠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
였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
게 기재되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 바람직한 출원의 작성례

위에서 분석한 출원들의 일부 또는 전체로부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청구범
위의 기재요건을 분석해 보았다. 상기 분석 건들 중에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과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한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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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한 설명의 바람직한 기재의 예
아래 발명은 상세한 설명 란에 인공신경망의 학습 입력과 학습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하였다. 이하 살펴본다.

“2단계는 근전(myoelectricity) 수집 장비를 도2 중 1에 보여주는 바 위치에 따라 배치하고, 도2 중
2에 표시함, 가상 훈련인 경우에는 힘 피드백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훈련 시작할 때에 회색 공이
바탕화면 중간에 있고, 환자의 조종핸들(operating handle)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고, 이후에 다시
다음 훈련을 한다. 1차 훈련 시간 t 보다 작다면, 1번의 성공한 훈련 후에 바로 업데이트한다. 만약
규정 시간 t 초 내에 훈련을 완성 못하면 작게 업데이트되며, 실험 중에 모든 환자의 근전기신호
(myoelectric signal)를 획득하고, 실험이 종료된 후에 모든 실험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훈련
자의 기분을 기록한 후 훈련(training mission) 중의 정서적 상태(emotional state) 일치를 분석을
하였다. 실험 설문지의 제작에 대해, 훈련자의 이름, 성별, 연령을 포함한다.
3단계는 근전기신호(myoelectric signal)를 특징 추출 프로그램에서 읽어, 시간영역에서 평균치, 편
차, 표준편차, 적분 근전(myoelectricity) 수치, 평균 평방근 실효 값 등 특징 값을 선택하고, 주파수영
역에서 평균 전원 주파수를 선택하고, 비트 주파수를 이용한다. 2개의 센서를 사용하므로 각각의
센서의 신호는 10 개의 특징 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값은 20개가 구해진다.
4단계는, 다변량, 대형 시편이 입력하는 감정 식별 문제에 대해, L-M 알고리즘 개선에 근거한 BP
네트워크를 채택하여 분류를 진행한다. 실험이 14명의 사람의 데이터(number data)(56 그룹 신호)
를 선택하고, 앞 10 개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삼고, 후에 4 개인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삼는다. 도 4는 개선된 BP 신경망의 훈련 곡선(training curve), 도 5이고 후에 4명의 사람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사이의 비교 대조.
단계5가, 시간 t 및 기분 계층 β을 조절변수(controlled parameter)로 함:
식 중에 β=1,2,3은 각각 “싫어하고”, “흥분” 및 “좌절과 실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기재하고 있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인
공신경망의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입력을 사용하고 출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그 입력과 출력의 수가 많지 않아 인공신경망 구조를 시행착
오법으로 분석한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음이 확실하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공신경망의 기능이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
류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 인공신경망의 기능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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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게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한 발명이 본 발명의 인공신경망을 포함한 제어기
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이 때문에 본 출원명세서의
기재가 충분한지는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2) 청구범위의 바람직한 기재의 예

청구범위에 입력과 출력 및 인공신경망 구조를 수식으로 명확히 기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청구범위 제1항에 개선 신경망에 근거하는 지능형 수중로봇 추진기 고장진단 방법은 다음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함: 수중로봇의 추진기의 제어 명령이 각각 신경망에 근거한 수중로봇 모형 및
수중로봇 실제 추진기로 전송하고, 신경망에 근거하는 수중로봇 모형의 출력 값 및 수중로봇 실제
센서부재의 측정치의 오차를 구하고, 상기 오차에 근거하여 추진기의 고장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지능형 수중로봇 추진기 고장진단 방법.
상기 신경망의 수중로봇 모형에 근거하여:
x(k)=f(W1xC(k)+W2u(k-1)+W4yC(k))
xC(k)=x(k-1)+axC(k-1)
yC(k)=y(k-1)+γyC(k-1)
y(k)=g(W3x(k))
u (k)은 k 시간 입력층 입력이고, x (k)은 k 시간 은닉층의 수출이고, xC (k)은 k 시간 연결 층(1)의
수출이고, yC (k)은 k 시간 연결 층(2)의 수출이며, y (k)은 k 시간 수출이고, γ층(2)과 연결하는
자가연결 피드백 이득 계수를 위해서, α은 연결 층(1)의 자가연결 궤환이득(feedback gain)이고,
W1은 연결 층(1)의 숨김 레이어에 연결 가치이고, W2는 입력층의 숨김 레이어에 연결 가치이며,
W3은 연결 층(1)의 출력층에 연결 가치이고, W4는 연결 층(2)의 숨김 레이어에 연결 가치이고, g(·)
선형 함수.”

이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범위에 수식을 통하여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입력변수와 출력
변수를 기재하고 있어, 청구항에 기재된 인공신경망이 청구범위 자체의 기재로부터 명
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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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위의 분석사례 중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청구범위 기재가 모두 바람직한
실시 예라고 할 정도로 기재된 출원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을 포함한 발명의 기술적 성격을 발명자와 이를 명세서로 작성하는 변리사들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포함한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도 있고, 데이터와 컴퓨
터 관련 발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데이터 통합적인 성격의 발명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
거나 현재 출원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격을 가지고 출원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결합된 인공신경
망 발명의 바람직한 기재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출원된 발명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결합에 의한 유기적인 효과를 주장하고자 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향후 빅데이터 관련 특허출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학습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인공신경망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과 데이터
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발명을 보호할 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
되었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능형 로봇 관련 발명의 주요 동향을 분석해 보았다.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한 국가의 AI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각국의 심사경향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출원
과 관련해서, 주요국을 포함하여 지능형 로봇을 포함하는 AI 발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각국은 지능형 로봇을 포함한 AI관련 기술의 확보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많지 않은 수지만 각국에서 출원되고 등록된 특허출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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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발명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봄으로써, 하나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요
건에 모두 부합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특허요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었는가하는 것과 학습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습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가 결정되는 인공신경망의 경우 반복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청구항 관련하여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와 청구항에 기재된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청구
항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외에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학습
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충
분하여 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불가능한 기재도 있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으로부터 학습된 인공시경망은 학습데이터, 인공신경망의 구조,
기능 및 학습방법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기재하여야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할 수 있으며, 반복재현성 문제도 없고, 미완성발명으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청구항 기재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학습데이터, 학습방법, 인공신경망의 대략적인 구조와 발명에서의 기능을 청구범
위에 기재한다면 청구항 자체로써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구성적 외연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기 인공신경망의 대략적인 구조는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입력
노드의 개수 또는 그 범위, 출력노드의 개수 또는 그 범위 및 히든 노드의 개수 또는
범위와 각각 노드 수 등을 통상의 기술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 제시와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제시는 발명
의 성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출원인에게 발명을 잘
설명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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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보호 현황

제1절 서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I 관련 발명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본적으
로 AI 프로그램, AI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완료 모델(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의 조합)
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I 관련 발명은 ‘학습데이터’와 ‘학습’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ML의 비지도
학습(자율학습)이나 컨볼류션 신경망(conven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DL의
경우에는 인간의 관여가 없이 AI 스스로 학습을 하여 생성하는 학습모델이나 파라미터
발명이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발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적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가이드라인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개념을
AI와 ML 관련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등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56)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가지고 AI 관련
발명을 심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발명(IoT,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AI 기술 등)에 대한 진보성 판단사례를
추가한 바 있다. 미국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주로 발명의 성립성(특허적격성)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장 Andrei Iancu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발명의 성립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대한 특허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57)
이상과 같이, AI 관련 발명의 성격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면, AI 관련 발명과
컴퓨터 관련 발명과의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하위
개념으로 보거나, 적어도 유사하거나 같은 발명으로 보고,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AI 관련

56)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의 특허심사가이드라인 참조<(검색일자: 2018. 11. 28) https://www.epo.org/law-practice/l
egal-texts/html/guidelines2018/e/index.htm)> 참조.
57) Ryan Davis, Iancu Wants To Clear Up Patent Eligibility Of Abstract Ideas, <(검색일자: 2018. 11.
30)https://www.law360.com/articles/1085699> 참조.

81

발명도 발명의 성립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AI 관련 발명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카테고리 내에서 취급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AI 관련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AI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
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I가 현행 특허법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에는 첫째, AI
프로그램에 관하여 특허법상 프로그램의 발명 내지 소프트웨어 특허로서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둘째, 비즈니스방법(business method)이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하여 실
현된 발명(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AI 관련 발명 전체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AI는 프로그램, 학습 데이터, 학습완료 모델로 구성되므로
이들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딥러닝 형(型) AI에서는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의 구조가 프로그램의 골격을 형성하는 핵심부분이고, 이것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리고 학습을 마친 모델(프로그램 + 학습완료 모델)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AI 관련 발명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AI
관련 발명의 보호의 문제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2절 AI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현황
1. 우리나라
1) 컴퓨터 관련 발명
(1) 일반론
프로그램 자체는 계산식과 유사한 것으로 사람의 정신적 과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으
므로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출원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
허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프로그램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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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로서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이거나 제어하는 방법 내지 장치로서 혹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해독 매체와 결합된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AI 구성요소 중 프로그램의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그 아이디어가 자연법칙
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프로그램
특허는 프로그램의 처리 프로세스를 청구항에 기재함으로써 취득가능하고, 소스코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심사실무의 경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
이 협동한 구체적 수단에 따라서 실현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
발명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발명은 (ⅰ) 방법의 발명58), (ⅱ) 물
건의 발명,59) (ⅲ)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60) (ⅳ)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61),
(ⅴ)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
그램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2014. 7. 1. 출원부터 적용).62)
현행 특허청 심사 실무는 특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도출되
는 것(엔지니어의 의도(예측)에 맞춰 결과가 도출)을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본다. 이에
반해, 학습기간, 학습량, 학습 데이터 등에 따라 성능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 즉 엔지니어
의 의도(예측) 이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AI 관련 발명으로 보고 있다. 즉 컴퓨터
관련 발명과 AI 관련 발명의 차이는 데이터 및 학습모델(학습량, 학습기간)로서 이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63)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심사 실무는 AI 관련
58)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59)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60)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61)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
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예)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 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 정 2017. 12. 29. 특허청 예규 제101호), 9A02~9A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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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범주를 AI 알고리즘 발명과 AI를 이용한 발명 두 가지로 보고 심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AI 관련 발명에 적용되는 특허요건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컴
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적용되는 특허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64) 따라서
컴퓨터 관련 발명과 AI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영업방법 관련 발명과 함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및 진보성, 그리고 명세서
기재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 리스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2) 발명의 성립성 판단
가) 일반적 판단기준
우리 판례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i)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ii) 인위적 결정,
(iii)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거나, (ⅳ)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한 경우 해당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65) 판단시 유의사항으로는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
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
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유의 판단기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된다.66)

6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일본 공업소유권연수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심사 가이드라인(Joint Seminar IIPTI and
INPIT), 2018. 8. 31일 자료, 22면.
64) 위의 자료, 23면.
65) 대법원 2001후 3149, 2007후265, 특허법원 2000허5438, 2001허3453, 2006허8910 판결 등.
66) 대법원 2001후3149, 2002후277, 2007후265, 2007후494, 특허법원 2005허11094, 2006허1742, 2010허2087,
2015허488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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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

AI 관련 발명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모델을 구현하는 발명이고, 소프트웨어적
정보처리과정에 ‘판단, 결정, 분석, 비교’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단, 결정, 분석, 비교 등의 구성요소는 인간의 정신적 판단(인위적 결정)과 매우 유사하
다. 그러므로 AI가 판단하는 것인지 인간이 조작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드웨어 자원(수행주체)이 명확
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용 목적에 다른 특유의 동작 방법(특유의 AI 알고리즘) 또는 특유
의 정보처리 수단(기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발명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67)

(3) 발명의 진보성 판단
가) 일반적 판단기준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시 기술수준을 정확
하게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라면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근거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68) 구체적으로는, 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및 인용발명(하나
또는 복수)을 인정한 후, ②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논리 부여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대비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과 인용발명을 특정하
기 위한 사항의 일치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한 다음, ③ 이 인용발명과 다른 인용발명(주
지․관용 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한다.69)

나) AI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소프트웨어화, 컴퓨터화 등에 따른 과제는 컴퓨터 기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67)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일본 공업소유권연수관, 앞의 자료, 26면.
6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정 2017. 12. 29. 특허청 예규 제101호), 9A13면 참조.
69) 위의 심사기준, 9A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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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인공지능 또는 퍼지이론에 의해 판단을 고도화하는 것’,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의해 입력을 용이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과제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 판단시 유의사항으로는 발명에서 특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정보 또는 특유의 정보처리 과정이 선행기술과
차별되는지,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70)

(4) 구성요소별 특허성 판단

가) 데이터 자체
데이터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데이터 구조
구조를 가진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
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데이터의 구조란 데이터
요소 간의 상호관계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가지는 논리적 구조를 말한다.71) 일본도 마찬
가지이다.72) 그리고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란 데이터 상호간의 상호 관계로 표시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73) 우리나라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의 의미
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기록 매체’를 정의하면서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라고 하고 있어서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의미는 일본의 심사기준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7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일본 공업소유권연수관, 앞의 자료, 26면.
7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 정 2017. 12. 29. 특허청 예규 제101호), 9A01면.
72) 日本 特許・實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屬書B 第1章 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關連發明, 2頁. <(검색일자:
2018. 10. 25)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_h27/app_b1.pdf>.
73) 위의 심사기준, 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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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은 현행 특허법상의 요건(진보성 등)을 충족시키면 방법의 발명 또는 물
건의 발명으로 각각 보호된다. 한편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되면 프로그램
저작물74)로 보호된다. 현재 AI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로서 공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 학습완료 결과 도출된 파라미터(parameter)의 특허성
학습을 마친 파라미터는 수치 데이터이지만 그 수치 데이터 그 자체에 관하여는 단순
한 데이터의 제시이고,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을 마친 파라미터는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구조에 따라서 규정
된 회로망의 노드(network node, 통신망의 분기점 또는 단말기의 접속점) 사이의 링크
(link)의 가중치(加重値)의 수치이고,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을 마친 파라미터가 구조를 가진 데이터 또는 데이터 구조로서 특허의 대상으로
될 여지는 있다. 다만 그 데이터 구조는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구조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경회로
망(neural network)의 구조에 관해서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양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허라고 말할 수 있다.

마) 학습완료 모델의 특허성
학습완료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이 요구된다. 기존의
기계학습에서는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특징량을 도출하기 위한 설계를 인간이 하였으
나, 심층학습에서는 학습용 데이터(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 스스로 특징량을 도
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AI의 진화가 엿보인다.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자체에 기계적인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

7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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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심층학습을 통해 얻어진 학습완료 모델은 출력값에 대한 정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가치가 있다는 논의고 있다.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은 방법 발명
등으로 보호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등
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될 수 있다.
학습완료 모델은 프로그램과 학습을 마친 파라미터(parameter)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즉 ‘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의 조합’이다. 그러므로 전체로서 특허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될 경우 특허요건을 갖추면 특허로서 보호된다. 그 아이디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특허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의 사례로서,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을 마친 모델”
청구항(claim)은 이하와 같다.75)

[표 Ⅳ-2-1] 학습을 마친 모델 특허의 청구항(claim) (일부)
【청구항1】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text data)에 기하여,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値)을
출력하는, 컴퓨터를 기능화하게 하기 위한 학습을 마친 모델로서,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
와, 前記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로부터 축력이 입력되어 지듯이 결합된 제2의 신경회로
망(neural network)로부터 구성되고, 前記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가 적어도 1개의 중간
층의 뉴런(neuron, 신경세포) 수가 입력층의 뉴론(neuron) 보다도 적고 또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
(neuron)수가 상호 동일하며, 각 입력층에게 입력 값과 각 입력층에 대응하는 각 출력층으로부터의
출력 값가 동일하게 되도록 가중치 계수가 학습된 특징추출용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 중의 입력
층으로부터 중간층까지로 구성된 것이고, 前記 제2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가중치 계수가,
前記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가중치 계수를 변경함이 없이, 학습된 것이고, 前記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입력층에 입력된,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어
진 특정한 단어의 출현빈도에 대하여, 前記 제1 및 제2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에 있어서 前記
학습을 마친 가중치 계수에 기하여 연산을 행하고, 前記 제2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출력층
으로부터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는, 컴퓨터를 기능하게 하기 위한 학습을 마친
모델.

이 사례는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 관한 특허이다.
이 학습을 마친 AI 모델은 2가지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을 조합한 것이고, 우선
제1의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에 숙박시설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text data)(웹에
75) 日本 特許廳 編, 「工業所有權法(産業財産權法) 逐條解說[第20版]」, 發明推進協會, 2017, 8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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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평가 코멘트 혹은 트위터에서의 중얼대는 소리 등이 고려된다)를 자기부호기(auto
encoder)로서 학습하게 하고, 그 중간층에 나타난 특징량을 입력값으로서, 제2의 신경
회로망(neural network)에 기존의 데이터인 숙박시설을 평가한 별표(★)의 수 등의 정
량화한 값을 출력값으로 하여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
부터 숙박시설의 평판을 별표(★)의 수 등의 정량화 한 값으로 출력한다는 학습을 마친
모델이다.
일본 특허청은 이 청구항에 기재된 학습을 마친 모델은 프로그램의 발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학습을 마친 모델은 숙박시설이 평판을 적확하게 분석한다는 사용목적에 따
른 특유한 정보처리장치의 동작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
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2) BM 발명

(1) 우리나라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도 프로그램 특허와 마찬가지로, 매체와 결합된 경
우에는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의 특허성은 비즈니
스의 방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방법 즉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고 있는지가 기준으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6)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사용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하여 특허
를 취득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77) 다만 비즈니스 방법 모두에 관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방법의 다수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하지 않았거나, 기술
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통신기
7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77) BM 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허를 말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인정되는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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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ICT)을 이용하여 실현된 발명(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건수는 2000년경 급증하였지만 그 후 크게 감소하였
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더불어 AI
붐에 기인하여 점점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이전에는 특허결정율
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그 결정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I의 비즈
니스 관련 특허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특허취득이 어려운 분야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비즈니스 관련발명에 관해서는 우선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게 되는 AI 기술에 있어서는 AI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취득방법에 관해서도 비즈니스 관련 특허로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특허출원수와 특허결정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현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
이하여 점점 특허출원수와 특허결정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78)

78) 일본 특허청 웹페이지 ((검색일자: 2018. 10. 17) https://www.jpo.go.jp/seido/bijinesu/biz_pat.htm#anchor2-4)>
참조.

90

[표 Ⅳ-2-2] 일본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결정의 추이

비즈니스 관련발명의 사례로서,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무인주행차의 배차 시
스템 및 배차방법”의 청구항의 일부는 이하와 같다.79)

[표 Ⅳ-2-3]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의 청구항 (일부)
【청구항1】 배차서비스와 배차희망자가 가지는 휴대전화(단말기)와 무인주행자동차로부터 구성되
어진 시스템으로서, 前記 휴대전환(단말기)가 이용자ID 및 배차단위를 前記 배차 서버(server)에 송
신하는 송신부(送信部)를 구비하고, 前記 배차서버가 이용자ID에 대응화 되어 이용자의 얼굴 영상을
기억하는 기억부(記憶部)와, 前記 휴대전화(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이용자ID에 대응화되어 기억된 얼
굴 영상을 前記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취득부(取得部)와, 무인주행자동차의 위치정보 및 이용상태
에 기하여, 배차가능한 무인주행자동차를 특정하는 특정부(特定部)와, 前記 특정된 무인주행자동차
에 대하여, 前記 배차위치 및 얼굴영상을 송신하는 송신부를 구비하고, 前記 무인주행자동차가 前記
배차위치까지 자동주행하는 자동주행부(自動走行部)와, 前記 배차위치에서 주위의 인물에 대하여
얼굴인식처리를 행하는 얼굴인증부(顔認証部)와, 수신한 前記 얼굴영상에 일치하는 얼굴의 인물을
배차희망자로 판정하고, 무인주행자동차의 이용을 허가하는 판정부(判定部)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인주행자동차(無人走行車)의 배차(配車) 시스템.

79) 日本 特許廳 編, 앞의 책, 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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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ICT를 이용한 무인주행자동차의 배차 시스템의 배차방법이고, 이용자가
휴대전화(단말기)로부터 자동운전차를 호출하고, 얼굴인증에 의해, 자동운전자동차의
이용을 허가한다는 배차(配車)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일본 특허청은 무인주행자동차의 배차라는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한 연산 또는 가공이,
기억부를 구비한 배차 서버, 얼굴인증부를 구비한 무인주행자동차 및 휴대전화(단말기)
로부터 구성되어진 시스템 또는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일련의 정보처리라는,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한 구체적인 수단에 따라서 실현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미국
미국특허청에서는 이들 비즈니스모델에 관련된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특허코
드인 미국특허분류(UPC) 705(전자상거래 관련 분류) DATA PROCESSING: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방법특허로서 저명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80) Amazon의 원클릭(one click) 특허81)나, 프라이스라인(priceline)의 역
경매(Reverse Auction) 특허82)이다.
미국의 BM특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83)

80) 미국에서는 '98년 연방법원(CAFC)에서 SSB(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금융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였으며 그 후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특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81) 아마존(Amazon)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www.amazon.com, 1999년 9월 28일 특허).
82) 프라이스라인(priceline)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www.priceline.com, 1998일 8월 11일 특허).
83) <(검색일자: 2018. 9. 25)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4/koreasejong/mindaehwan/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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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미국의 BM 특허 개관
특허권자

발명의 요지

비고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
(1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
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술

Amazon
US-5,960,411

고객의 주소 및 개인정보를 저장해 두고, 다음에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접속시키는 기술

Priceline
US-5,794,207

구매자가 구매가격을 부르면 생산자를 찾아 소비
자와 연결시키는 시스템

특허 취득 후, 항공권 예약부
터 중고차량 판매, 호텔예약,
금융업까지 확장

CyberGold
US-5,794,210

Patent on paying computer users to view online
ads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주장

NET delivery
US-5,790,793

전자우편 송수신시 웹주소를 끼워 넣는 시스템

통신방법 및 사용자의 컴퓨
터 기능을 광범위하게 청구

OpenMarket
US-5,724,424

patent on secure real-time payment with credit
and deb

초창기 인터넷 특허로서 권
리범위가 광범위함(지불, 구
매, 승인 등)

1999년 이후 2000년까지는 BM 특허 출원이 급증하였지만, 2000년 이후 출원 및
등록현황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 101)는 특허 보호 객체를 “새롭고, 유용한 프로세
스, 기계, 제조 또는 물질 조성 또는 새롭고 유용한 발견”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연현상
이나 자연법칙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예: 수학 알고리즘)를 가리키는 특허 클레임
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84) 미국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것들은 과학 및
기술의 기본 도구이며, 특허권을 통해 그러한 도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혁신
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85)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사건86)에서 미국연방대법원
은 최근 출원인이 소프트웨어 관한 특허 또는 컴퓨터로 구현된 발명에 관한 특허를 부여
84) Diamond v. Diehr, 450 U.S. 175 (1981).
85)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and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Vicki Been et al. eds, 6th ed., 2012).
86) Alice Corp.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35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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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87) Alice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및 여러 하급심인 연방
지방법원에 “보통의 인간의 정신 과정(ordinary mental process)”에 의해 실행될 수 있
는 객체를 지시하는 특허 클레임은 특허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적용되
어 왔다.88)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Alice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높은 기준을 부과
했지만, 그 후속판결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Enfish 판결, Bascom판결 및
McRO판결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소프트웨어 발명은 여전히 특허 적격성이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2014년 Alice 판결89)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금융거래방법에 대한 특
허를 무효화 한 이래, 많은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유효성이 미국특허법
제101조(35 U.S.C. §101)아래 도전받고 있다. 2016년 6월 8일 연방지방법원은 특허대
상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247개의 특허 중 163개를 무효화함으로써 등록특허
중 66%를 무효화하였다.90)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은 40건 중 38건을 무효화했
다.91)

87) Intellectual Ventures I LLC v. Erie Indem. Co., No. 2017-1147, 2017 U.S. App. LEXIS 22060, at *6-14 (Fed.
Cir. 3 November 2017) (holding that claims “that could be ‘performed in the human mind or by a human using
a pen and paper’ are directed to patent-ineligible mental processes”); CyberSource Corp. v. Retail Decisions,
Inc., 654 F.3d 1366, 1372 (Fed. Cir. 2011); Fair Warning IP, LLC v. Iatric Sys., Inc., 839 F.3d 1089, 1097
(Fed. Cir. 2016) (“analysing information by steps people go through in their minds, or by mathematical
algorithms, without more, as essentially mental processes within the abstract-idea category.”); Synopsys, Inc.
v. Mentor Graphics Corp., 78 F. Supp. 3d 958, 963 (N.D. Cal.. 20 January 2015) (holding that a mental process
is “a subcategory of unpatentable abstract ideas”).
88)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 Inc., 837 F.3d 1299, 1314-15 (Fed. Cir. 2016); Blue Spike, LLC
v. Google Inc., No. 14-CV01650-YGR, 2015 U.S. Dist. LEXIS 119382, at *13-16 (N.D. Cal. 8 September
2015) (“To the ext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or the present ‘invention’—involve an inventive concept,
they could be patentable even if they have, at their core, an abstract concept.”), aff’d in Spike v. Google
Inc., No. 2016-1054, 2016 U.S. App. LEXIS 20371 (Fed. Cir. 2016).
89)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90) Robert R. Sachs, Two Years After Alice: A Survey of the Impact of a "Minor Case" (Part 1), BILSKI BLOG
(June 16, 2016), <(검색일자: 2018. 8. 25) http://www.bilskiblog.com/blog/2016/06/two-years-after-alicea-sur
vey-of-the-impact-of-a-minor-case.html>.
9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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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의 청구항 (일부)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사안의 개요>
원고 Alice는 결제 위험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4가지 종류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이다.
피고 CLS 은행은 통화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은행이다.
원고 Alice의 특허들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위험을 감소할 목적으로 에스크로
(escrow) 자금을 예탁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Alice는 금융거래
에 있어 제3자를 통하여 ‘계약의 일방’ 혹은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방식을 사용한 4가지 종류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92)를 보유하고 있었다.
Alice 판결에서의 대상특허는 컴퓨터를 제3자 중개자로서 사용하여 금융채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
는 것을 청구항으로 하고 있다. 즉 청구항의 내용은 - ‘그림자 계좌’(shadow accounts)를 작성 및
유지하는 단계, - 데이터의 취득 단계, - 계좌잔고의 조정 단계 및 – 자동화된 지시를 발행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특허는 에스크로가 범용 컴퓨터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당사자가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발명 및 컴퓨터시스템(물건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에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소스코드 및 흐름도(내지 시방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판결요지>
미연방대법원의 2단계테스트는 첫째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특허대상적격성의 3가지 예외(자연법
칙, 자연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의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와
그렇지 않다면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부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 하는 2단계 테스트
를 거친다고 판시하였다. 후자 즉 2단계 테스트에서는 부가적인 요소가 청구항의 성질을 특허대상적
격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응용)으로 변환하였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여기에는 보다 잘 이해되고,
일상적이며, 전통적인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과 범용 컴퓨터에 의한 실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2014년 6월 19일 미연방대법원은 Alice의 특허가 특허대상적격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ⅰ)
우선 방법청구항 및 컴퓨터 기록 매체에 관한 청구항은 특허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중개에 의한 결제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이고 중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근대 경제의 구성요소인
점, 둘째 범용컴퓨터에 의한 실행은 발명적 개념이라 할 수 없는 점, 즉 전자적 기록관리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이고, 나아가 데이터의 취득, 계좌잔고의 조정 및 자동화된 지시의 발행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잘 이해하고 일상적이며 전통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들었다. ⅱ) 다음
으로 시스템에 관한 청구항도 역시 특허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통신제어장치 및
데이터 기록장치에 의한 테이터 처리 시스템은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 실질상
방법 청구항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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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Alice) 판결에서 법원은 금융 거래에 관한 특허가 “특허대상부적격성을 가진
개념, 즉 중개 합의에 대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이끌렸고, 따라서 1단계 테스트에서 실
패했다고 판결했다.93) 또한 법원은 해당 청구항이 실행자로 하여금 "단순히 범용 컴퓨
터(a generic computer)에 관한 중간적 해결(매개적 화해)이라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2단계 테스트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발명적 개념
(inventive concept)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94)
Alice 판결의 프레임워크는 특허대상적격성의 법리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때 큰 걸
림돌이 되었다. 그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연현상 또는 자연법칙으로 ‘지시된’ 것으
로 간주된 특정한 발명품을 광범위하고 범주적으로 배제하였다. 가장 큰 불행은 그러한
범주적 배제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앨리스(Alice) 판결이 가이드라인(지침)을 결
하였기 때문에,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유형에 관
하여 어떠한 시사(suggestions)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Post-Alice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16년 3월 12일 선고된 Enfish v. Microsoft 사건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구성요소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였다.95)
또한 2016년 6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한 추상적 아이디
어의 카테고리에 관한 다른 사건을 판단하였다. Bascom Global v. AT&T Mobility 사건
에서는 원격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서버에 있는 인터넷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
(internet content filtering system)을 공개하는 특허가 쟁점이 되었다.96)
92) Alice의 4가지 특허는 다음과 같다. 즉 US patent 5,970,479 filed 1992, issued 1999/ US patent 6,912,510
filed 2000, issued 2005, / US patent 7,149,720 filed 2002, issued 2006, / US patent 7,725,375 filed 2005,
issued 2010.
93) Id. at 2350.
94) Id. at 2351.
95)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 1330 (Fed. Cir. 2016). 이 사건에서 CAFC는 이 사건 특허청구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미국특허법 제101조에서의 특허대상적격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서는 이 사건 특허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1심인
캘리포니아주 연방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특허(604특허 및 775특허)의 모든 청구항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대상적격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하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Enfish는 CAFC에 항소하였다.
96) Bascom Glob. Internet Servs. v. AT&T Mobility LLC, 827 F.3d 1341, 1349 (Fed. Cir. 2016). 이 사건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의한 2단계 테스트 중 스텝 2B(즉 청구항은 법적 예외를 유의미하게 초월하는
(significantly more) 것으로 되는 추가적 구성요소를 기재 내지 설명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에 대해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하였다. 대상특허의 청구항은 인터넷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internet content filtering system)
을 발명으로 하고 있다. CAFC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Mayo-Alice 테스트의 2단계 테스트 중 두 번째
스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항이 특허대상적격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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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ascom 사건 판결 직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16년 9월 McRO v.
Bandai Namco Games 사건97)에서 대상특허의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
렸다. 이 사건은 두 개의 표적 표정(facial expressions) 사이에 그래픽을 만드는 자동화
된 3D 애니메이션 알고리즘이 특허대상적격을 가진다고 판단을 내렸다.98)
위에서 언급한 3건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은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한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nfish 사건과 McRO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는 Alice 판결의 1단계 테스트를 통과 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
로 알리면서,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가리킨다고 보았다. Bascom 사건은 Alice
판결의 1단계 테스트에서는 실패했다.99) 그러나 법원은 그 특허가 특허대상적격성 있
는 것을 특허대상적격성을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응용)으로 변환하기에 충분한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종합하면 CAFC의 위 3가지 사
건에서는 미국특허법 제101조(35 U.S.C. §101)의 특허대상적격성의 조사를 통과함에
있어서 훨씬 더 확실성(certainty)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3건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컴퓨터적인 측면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여전히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CAFC의 가이드라인은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모델과 같은 데이터 생성 특허(data-generating patents)를 포함하
여 매우 선점적인 수학적 혁신을 방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성의 범위가 좁아서 컴퓨
터 방법(computational methods)에 대한 특허 체제가 매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선점 관련 우려의 강조는 데이터 생성 특허(data-generating patents)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ice 판결의 법적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보면, AI의 목표는 인간
의 활동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특허와 일종의 긴장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
Purepredictive, Inc. v. H20.AI, Inc.,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I 기반
예측 분석100)을 다루는 US Patent No. 8,880,446 특허의 클레임은 예측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한 수학적 알고리즘의 사용에 대한 추상적 개념과 정신적 과정을 가리킨다고
97)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 Inc., 837 F.3d 1299, 1308 (Fed. Cir. 2016). 이 사건에서 CAFC는
대상특허인 애니메이션의 립싱크 방법에 관한 미국특허에 관하여 대표 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며 파기환송하였다.
98) Id.
99) Bascom, 827 F.3d at 1349.
100) US Patent No. 8,880,446 at Abstract and 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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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101) 특허 클레임은 “기존의 컴퓨터 관련 기술에 관한 특정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발견한 후, 법원은 이 특허는 특허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해 클레임을 무효화하였다.102)
이와 유사하게, Alice 판결을 적용한 Blue Spike, LLC v. Google Inc., 사건에서 법원
은 특허 클레임은 컴퓨터상에서 “신호를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고도의 인간의 능력”
을 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으로 착안된 추상적 아이디어”의 일반적인 컴퓨
터의 실행이라고 판시하였다. 인간이 할 수 있고, 실제 예전부터 해왔던 것과의 광범위
한 비교를 통하여 법원은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당해
클레임을 무효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원인이 AI 특허를 획득하거나, 소송 중에 자신
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방어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최근 사례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특허대상적격성
요건을 통과한 판례를 보였지만, 그러한 사례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부적
절하게 선점할 수 있는 특허의 부여에 반대하는 한계를 표현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
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의 경향에 입각하여, 최근 컴퓨터 방법에
대한 특허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고
기계 학습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 할 것이고, 나아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미국특허법 제101조(35 U.S.C. §101.) 하의 특허대상적격성 안
에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03) 즉 기계 학습 발명의 맥락에서 보면 컴퓨터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 독점에 대한 우려와 혁신의 촉진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현재 특허시
스템이 기계 학습 혁신을 여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1) Purepredictive, Inc. v. H20.AI, Inc., No. 17-cv-03049-WHO, 2017 U.S. Dist. LEXIS 139056, at *13 (N.D.
Cal. 29 August 2017).
102) Purepredictive, Inc. v. H20.AI, Inc., No. 17-cv-03049-WHO, 2017 U.S. Dist. LEXIS 139056, at *17.
103) Hyunjong Ryan Jin, Think Big! The Need for Patent Rights in the Era of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7 N.Y.U. J. Intell. Prop. & Ent. L. 7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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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1) 2018년 11월 개정 전 현황

유럽연합에서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은 EPC 제52조의 해석에 달려있다.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발견이나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PC 제52조는(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유럽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발명은 제1항의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b) 심미적 창작, (c) 계획, 규칙, 정신 작용을 수행하는 방법, 게임
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것 및 컴퓨터 프로그램, (d) 정보의 제시
(3) 제2항은 유럽 특허출원인이나 유럽 특허가 제2항에서 열거된 대상이나 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경우에만 특허성이 부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유럽특허청의 항고심
판부인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에서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IBM 사건을 계기로 기술적
기여는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적
격성은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104) 이 사건
에서 유럽 특허청 항소심판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하
드웨어의 물리적 변환(가령, 전류의 발생)은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공통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기술적 특징”을 구성하지 못하며, “기술적 특징”의 유무는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의 하드웨어에 의한 실행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 또는 이 효과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104) T 1173/97(computer program prodect/IBM) of 1.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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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 유럽 특허청 기술심판부는 T0931/95 심결에서 연금프로그램 제어발명
에 대하여 특정분야(사업이나 경제분야인 경우라도)에 사용하도록 적절하게 프로그램
된 컴퓨터 시스템은 물리적 실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장치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105)
그 이후, 유럽 특허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적 특징’의 기준은 약간씩 변화되었으
나, ‘기술적 기여’ 기준에 비하여 특허적격성 요건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EPO
심판부는 통상적인 컴퓨터를 프로그램하여 번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 특허적격성
을 인정하기도 하고,106)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
체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만으로도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아닌 것으로 해석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107)
이와 같이, 유럽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에서 ‘기술적 특징’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미국의 기준에 비해서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108) 또한 유럽 특허청은 특허청구항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 좀 더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로딩되거나 실행될 때, 프로그
램(소프트웨어)과 컴퓨터(하드웨어) 간의 통상적인 물리적 상호작용 이상의 추가적인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야 특허적격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109)
유럽에서 발명의 특허적격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대상이 유럽특허법 제52조에서 규정
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
된 대상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대상
전체를 고려하여 기술적 특징 유무를 판단한다.110)
EPO는 컴퓨터 관련 발명을 2016년 특허심사기준에서는 “일응 명백한(prima faci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발명으로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정의하였으나, 2017년 개

105) T 0931/95 (Controlling pension benefits system) of 8.9.2000.
106) T 1177/97 (Translating natural languages/SYSTRAN, (EPO Bd. Appeal, July 9, 2002).
107) G-3/08 Program for Computers, [2010] O.J.E.P.O 17 (EPO Enlarged Board of Appeal, May 12, 2010).
108) G-3/08, Programs for Computers, [2010] O.J.E.P.O 17, (EPO Enlarged Bd. Appeal, May 12, 2010);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Part G, EPO Guidelines for Patentability, Chapter
II-3.6 (Nov. 2015). 남희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방안 연구,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7, 52면.
109) European Patent Office (2017) Unitary Patent Guide: Obtaining, maintaining and managing Unitary Patents
(1st edition, August 2017), p.7.
110) ‘T 1173/97’ 심결, G 3/08에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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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심사기준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발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111)
기술적 특징에 대한 판단은 EPO 심결인 ‘T1173/97’과 ‘G3/08’ 사건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① 종래 기술과 무관하게 판단할 것, ②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작동될
때 통상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것, ② 컴퓨
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구동될 때,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로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과 컴퓨터(하드웨어) 간의 통상적인 물리적 상호작용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특허적격성
을 인정할 것, ③ 전류의 발생과 같은 통상적인 물리적 효과는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④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는 종래 기술에 이미 알려진
것이라도 무관하다는 점 등의 기준을 따른다.112)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는 산업적 공정의 제어나 컴퓨터 내부의 기능에 관해서도 인정
될 수 있고, 예컨대 프로세스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컴퓨터 자원의 관리, 통신 링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 영향을 줄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로 인정된다.
EPC 제52조(2)(d)에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보의 제시와 관련하여 EPO 2017
심사기준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정보의 제시라고 하며, 데이터 인코딩
기법이나, 데이터 구조, 통신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13)
EPO 2017 심사기준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종전 심사기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특징은 디자인이 주로 이용자의 미감에 호소하는 것이어서 기
술적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EPO 2017 심사기준은 이를 모두 삭제하고,
GUI(Graphic user interface)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
적 특징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즉, GUI를 (i) 사용자 입력을 정의하는 특징, (ii) 메뉴의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특징, (iii) 사용자의 입력을 도와주는 특징 등으로 세분한 다음, ‘사용자 입력을 정의하
는 특징’은 데이터의 출력이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징에 비해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메뉴의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특징(가령 ’보고 느끼
111) EPO 2017 심사기준, Part G, Chapter II-3.6
112) EPO 2017 심사기준, Part G, Chapter II-3.6
113) EPO 2017 심사기준, Part G, Chapter II-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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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look and feel) 디자인 요소)은 기술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의 입력을 도와주는 특징’은 기술적 기여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한
다.114)
예를 들어 ‘드래그 동작’(dragging)을 통해 인쇄 기능을 시작하고 인쇄할 부수를 선택
하도록 하는 그래픽 단축키를 GUI에 추가하는 것은 기술적 공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
자의 정신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에 불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입력을 도
와주는 것은 기술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115) 또한 사용자가 컴퓨터에 텍스트를 입
력할 때 예상 입력치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적 기능인 반면, 순전히 언어학적
고려로 그러한 예상 입력치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공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동작이나 키보드 누르기와 같은 입력 제공 방식은, 이것이 사용자의 주관적
선호나 관습 또는 게임 규칙을 반영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인체공학적 장점이 객관적으
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술적 공헌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입력값을 인식하는 성능의
개선116)이 있으면, 기술적 기여로 인정된다.
데이터 검색, 데이터 포맷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종전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발명으
로 인정되며,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나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보안성 강화는 기술적 효
과가 인정되지만, 논리적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술(describing)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은 기술적 효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메모리의 구성
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술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117)

2) 2018년 11월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분산 컴퓨팅 환경
EPO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은 예상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및 클라이언트/서버 또
는 기지국/ 모바일 장치 유형 환경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블록체인(blockchain)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systems)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과 관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114)
115)
1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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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2017 심사기준, Part G, Chapter II-3.7.1.
이는 EPO의 ‘T 1741/08’ 심결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동작 인식이나 인식 과정에서 처리 부하를 줄이는 것과 같은 성능관련 개선을 말한다.
EPO 2017 심사기준, Part G, Chapter II-3.7.2.

서는 분산형 컴퓨팅 환경에서 작동하는 발명을 청구할 때, 하나의 출원에 동일한 청구범
위(예: 장치, 방법) 내에 여러 개의 독립 청구항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독립 청구항은 신규하고,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컴퓨터 구현 방법의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명확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적절한 보호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다. 클레임 언어 선택은 분산 시스템에서 특정 작업이 수행되는 지점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지국’, ‘클라우드
기반 서버’ 또는 ‘사용자 장치’와 같은 특정 용어 대신 특정 단계를 수행하는 일반 ‘데이
터 처리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수학적 방법

EPO는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 방법에 대한 많은 발명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순수한 수학적 방법은 특허가 가능하지 않지만, 기술
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술적 특징을 얻는 수학적 방법은 특허 적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적 특징은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제어하거나 컴퓨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수학적 방법을 설계함으로 확
보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수학적 방법이 알려진 수학적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수학적 방법의 기술적 특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
되고 있다.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의도된 기술적 사용의 맥락에서 수학적
방법을 갖는 발명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맥상의 흐름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실제적 사용과 분리된 발명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은 EPO가 기술적 특징의 결여에 따른
비발명성으로서 출원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3) AI와 기계학습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AI와 기계학습은 수학적 방법의 특정한 서브 분류로서
EPO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적 방법을 특정 기술 프로세스 또는 시스
템에 기술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은 AI 및 기계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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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맥은 다시 핵심이 된다고 판단된다. 기술적 효과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파
생되는 것을 보장하는 AI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기술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 문맥이 핵심이 된다.
추가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섹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최종 파라그래프 형태로
제고된다. 여기에는 분류방법이 기술적인 목적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 세트를 생성하고
분류기를 훈련하는 단계는 발명의 기술적인 특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훈련 데이터 셋의 사용과 개발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문호
를 개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자동화된 의약 개발 같은 분야에 특별한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Ⅳ-2-6] EPO 특허심사가이드라인(Part G –Patentablilty 3.3.1)
3.3.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분류 (classification), 클러스터링 (clustering), 회귀 (regression) 및 차원
감소 (dimensionality reduction)를 위한 계산 모델 (computational models) 및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서포트 벡터 머신, k-평균
(k-means), 커널회귀 (kernel regression) 및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이 있다. 이러한 계산
모델 및 알고리즘은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추상적
수학법칙 (abstract mathematical nature )이다. 그러므로 G-II, 3.3에 제공된 지침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에도 적용된다.
청구된 특허대상이 전체적으로 기술적 특성 (technical character)을 지녔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Art.
52(1), (2) 및 (3)), “서포트 벡터 머신”, “추론엔진 (reasoning engine)” 또는 “신경망”과 같은 표현
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성이 없는 추상적 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사된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규칙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해 심장 모니터링 장치에 신경망을 사용하면 기술적인 기여 (technical
contribution)를 하게 된다. 저레벨 피처 (low-level features) (예를 들어, 이미지의 에지 또는 픽셀
속성)에 기초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스피치 신호의 분류는 분류 알고리즘의 더욱
전형적인 기술적 응용 (technical applications)이다. 그러나 텍스트 문서를 텍스트 내용으로 분류하
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어적인 목적으로 간주된다 (T 1358/09). 결과적인
분류의 기술적인 사용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이 추상적인 데이터 기록 (abstract data records)
또는 "전기 통신망 데이터 기록 (telecommunication network data records)"을 분류하는 것은 분류
알고리즘이 견고성과 같은 가치 있는 수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술적
목적이 아니다 (T 1784/06).
분류 방법이 기술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훈련 세트 (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기 (classifier)
를 훈련하는 단계는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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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컴퓨터 지원 설계 및 모델링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EPO가 컴퓨터로 구현된 수학적 방법과 같은 발명의 카테고
리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프로세스로 발명을 묶어 내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기본 메시지는 기술적 시스템 또는 기술적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시뮬레이션, 컴퓨터 지원 설계나 모델링 기반 발명을 기술하고 주장해야 한다
는 점이다. 이 지침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된 최적 설계에 따라 제조된 회로와 같이
시뮬레이션, 설계 또는 모델의 출력을 클레임하는 것이 반드시 특허획득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데이터 검색, 형식 및 구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또는 전자기 반송파로
기록될 때 기술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보성 있는 단계는 특정
데이터 구조 또는 형식이 인지적 고려 사항이 아니라 기능적 고려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만 인정될 것이다.
기능적 고려사항에 기초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장치의 동작 제어와 관련 하여 정의
된다. 반면에 인지적 고려사항에 기초한 데이터는 인간 이용자에게만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발명을 설명하고 청구항에 기재할 경우
장치의 제어와 관련한 발명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이 작동하는
더 넓은 인간이 관련한 컨텍스트는 여전히 출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이 진보성
단계를 제공하기 위해 의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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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EPO 특허심사가이드라인(Part G –Patentablilty 3.6)
3.6
컴퓨터용 프로그램 (Programs for computers)
컴퓨터 프로그램은 Art. 52 (2) (c) 및 (3)에 해당하여 청구되는 경우 특허성으로부터 제외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Art. 52 (2) 및 (3) (G-II, 2)에 적용되는 범주에 의하면, 이 제외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t. 52(2)(c)
기술적 특성을 갖기 위해 특허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추가 기술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추가 기술 효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과 실행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정상적인” 물리적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이다. 프로그램 실행의 정상
적인 물리적 효과 (예: 컴퓨터에서의 전류 흐름)는 그 자체로 기술적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T 1173/97 and G 3/08).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술적 특성을 부여하는 추가 기술적 효과의 예는 기술적 프로세스 또는 컴퓨터
자체 또는 인터페이스의 내부 기능의 제어이다 (G‑II, 3.6.1 참조). 추가 기술 효과의 존재는 선행기술
을 참조하지 않고 평가된다. 비기술적 목적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일한 비기술적 목적을 제공
하는 선행기술의 프로그램보다 계산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기술적 효과가
더 존재하지 않는다 (T 1227/05, T 1784/06, T 1370/11).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간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T 1358/09).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기술적
특성을 도출 할 수 없다. 단순히 컴퓨터 알고리즘을 찾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 기술
적 고려 사항"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추가적 기술적 효과를 야기하는 청구된 특징에 반영되어야
한다(G 3/08).
청구항이 기술적 특성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면, 그것은 Art. 52(2)(c) and (3)에 따라
반대된다. 기술적 특성을 갖는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관은 신규성 및 진보성의 문제로 진행한다
(G-VI 및 G-VII, 특히 G-VII, 5.4 참조).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발명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특징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컴퓨터, 컴퓨
터 네트워크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를 포함하는 청구항을 커버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컴퓨
터에서 실행되는 발명에 대한 청구항은 F-IV, 3.9 및 하위 섹션에 설명된 형식을 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해당되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방법은 서로 구별된다. 전자는 방법을 규정하는
일련의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를 지칭하고, 후자는 컴퓨터상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방법을 의미한
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방법, 컴퓨터 리더블 저장 매체 또는 장치에 대한 청구항은 Art. 52(2) 및 (3)에
의거하여 반대될 수 없고,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 (예: 컴퓨터) 및 기술적 수단
그 자체 (예 : 컴퓨터 또는 컴퓨터 리더블 저장 매체)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따라서 Art. 52(1)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나타낸다(T 258/03, T 424/03, G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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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간주
하여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 및 특허발명품인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유통 등)
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저작물과의 충돌 및 이중보호 등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118)
프로그램의 사례로서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상품의 매출(매상) 예측 프로그
램”의 청구항의 일부를 들 수 있다.119)

[표 Ⅳ-2-8] 상품의 매출(매상) 예측 프로그램”의 청구항의 일부
【청구항】
-다양한 상품의 매출(매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매출(매상)을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
하는 수단
-미리 과거의 매출(매상) 실적 데이터를 기록하여 두는 매출(매상) 데이터 기록수단
-미리 변동조건 데이터를 기록하여 두는 변동조건 데이터 기록수단
-미리 보정 규칙을 기록하여 두는 보정 규칙 기록수단
-과거 수주간의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와 같은 요일의 매출(매상) 실적 데이터를 매출(매상) 데이터
기록수단에서 읽어내고 평균하여 제1의 예측치를 얻은 수단
-변동조건 데이터 기록수단에서 상품의 매출(매상)을 예측하고자 하는 알짜의 변동조건 데이터를
읽어내고, 변동조건 데이터에 기하여 보정규칙 기록수단에 기록된 보정규칙 중에서 적용해야하는
보정규칙을 선택하는 수단
-적용해야하는 보정규칙에 기하여 제1예측치를 보정하여 제2예측치를 얻는 수단 및 제2의 예측치를
출력하는 수단
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상품의 매출(매상) 예측 프로그램

일본의 특허심사기준 중 컴퓨터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를 발명의 실시에 이용하지
않는 하드웨어(CPU, 메모리, 네트워크)에 관한 발명과 소프트웨어를 발명의 실시에 이
용하는 발명(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원칙적으
로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118) 이에 관한 상세는, 권태복, “일본판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
식재산학회, 2017.4, 71~107면 참조.
119) 日本 特許廳 編, 앞의 책, 86頁.

107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즉,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원과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특유의 정보의 연산이나 가공이
실현되는 경우’ 특허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

5. 주요국과의 비교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이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라 함)에 관해서는 논
점이 많이 있지만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정신적 행위나 수학적 방법 등 각국에서 보호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
하여 어떠한 조건에 따라 특허가 부여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기술적 특징의 평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
다. 하나는 클레임의 일부 구성을 무시하고 발명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발명의 본질이
보호의 적격성이 없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제1의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클레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고려하여 보호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개념(제
2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기술적 특징이 비즈니스 방법인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례는 일본
의 심사 핸드북 부속서 B ‘제1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사례 2-3의 청구항
3에서 보호적격성이 긍정되고 있는 사례이다.
“다양한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는 장치로서 매출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을 입력하는
수단, 미리 과거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변동
조건 데이터를 기록하고 두는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보정 규칙을 기록해
두는 보정 규칙 기록 수단, 지난 몇 주간의 예측하려고 하는 날과 동일한 요일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 부터 판독, 평균하여 제1예측 값을 얻는 수단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려고하는 날의 변동 조건
데이터를 읽고 해당 변동 조건 데이터에 따라 보정 규칙 기록 수단에 기록된 보정 규칙
중에서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선택하는 방법, 적용할 보정 규칙에 근거하여 제1 예측
치를 보정하고 제2 예측치를 얻는 수단 및 제2 예측치를 출력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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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상 예측 장치”.
본 발명의 본질을 지난 몇 주간의 예측하려고 하는 날과 동일한 요일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평균하여 제 1예측치를 산출하고, 제품의 매출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변동
조건 (예를 들면, 일기 예보에서 얻어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강우 확률)에 따라 보정
규칙 (예를 들어, 오전 오후 모두 비오는 날은 매출이 30% 감소) 중에서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선택하고 선택된 보정 규칙에 근거하여 제1 예측치를 보정하여 매출을 예
측하려고 하는 날의 매출 예측치를 산출하는 제품의 매출 예측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발명이 이를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발명의
본질은 비즈니스 방법이며, 특허성은 부정된다(제1의 개념). 한편, 클레임에 기재된 사
항은 모두 고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해 구축되는 상품의 매상 예측
장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특허성은 긍정된다(제2의 개념). 또 다른 관점으로, 원래
발명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리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비기술적 특징은 특허성 평가에서 무시된다. 한편, 분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제2의 개념은 보다 친화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실무나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2) 유럽
(1) 일반론

유럽특허조약 (EPC) 제52조는 동조 (2)에 규정된 “(a)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b) 미적 창조물 (c) 정신적 행위를 수행 게임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구조,
규칙 또는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d) 정보의 제시 그 자체 (as such)는 이 특허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그 자체’가 아닌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적격성 유무는
‘그 자체’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EPO는 ‘그 자체’ 여부를 클레임된 청구항의‘기술적
성질 (technical character)’의 유무에 일관되게 판단하고, EPO 심판부는 이에 따른 심결
을 축적해 왔다. 2010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 적격성에 대한 확대 심판부의 회부에
대한 의견(G3/08)이 나와 진보성 판단 방법을 포함하여 현재 실무가 추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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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적격성 판단방법
EPO는 기술적 수단인 컴퓨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네트워크 등이 클레임에 기재
되어 있으면, 보호적격성이 긍정된다. 이는 보호 적격성의 판단에 따라 ① 신규성·진보
성 판단을 하지 않는 점(일반적인 기술이라도 해도 이러한 일반적인 기술과의 차이로
인해 보호 적격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과 ② 클레임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의 논리적 귀결이다.

(3) 진보성 판단방법

EPO는 보호 적격성의 판단에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는 대신 발명이 보호 적격
성이 없는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실질적인 판단은 진보성 판단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EPO의 진보성 평가 실무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① 우선, 다음과 같이 주장된 클레임 전체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한다. 먼저 클레임된
주제에 “명백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을 확인한다.
여기서 “명백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이란 청구항의 나머지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생각
하면, EPC 제52조 (2)에 규정된 보호 적격성이 없는 유형을 구성하는 주제의 측면이다.
“명백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이 특정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나머지가 “명백히 기술적인 측
면”으로 결정된다. 그 다음, “명백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으로부터 기술적 측면에 기여하
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 때, “명백히 기술적인 측면”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 “명백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성질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순수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으로 결정된다.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비기술적인
측면은 진보성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어서, 클레임된 청구항의 전체의 기술적 특성의 평가에 따라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통해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성질에 기여하지 않는 “순수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은 무시된다. 이와 같이, EPC 제52조
(2)에 규정된 보호 적격성이 없는 유형의 목록은 진보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진보성 평가에서 비기술적 특징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EPO
의 판단 방법에 의하면, 위의 일본의 상품의 매상 예측 장치는 ‘장치’이기 때문에 보호
적격이 인정되어 진보성 판단에서 “순수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인 상품의 매상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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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시되고 기술적 측면은 컴퓨터의 주지의 입출력, 계산, 기억 수단만이 되므로 진보
성이 부정된다.

3)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발명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지 않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
은 판례의 축적에 의해 명확해지고 있다. 자연 현상, 자연 법칙, 추상적 아이디어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판례의 예외, 즉 보호 적격이 없는 유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판례
의 예외인 자연 현상,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2단계 테스트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2014년 Alice 대법원 판결이다. 이 2단계 테스트에서는 제1
단계로 클레임이 판례상의 예외의 보호 적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개념(자연법칙, 자연
현상, 추상적 아이디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판례
상의 보호적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개념 그 자체를 크게 초과하는 추가적 요소가 클레
임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2단계 테스트의 판단에 있어서 클레임
의 각 요소를 독립하여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합시킴으로서 쌍방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연방대법원은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적 요소를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Alice 대법원 판결에서 중개된 결제라는
개념은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2단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문제
는 클레임이 단순히 중개되는 결재라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범용 컴퓨터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실무가에게 지시하는 것을 초월하는지 여부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① 클레임 요소를 별개로 검토하여도 순서에 따라 조합하여 검토하여도 범용 컴퓨터
에 클레임 요소를 실현(예를 들면, 계좌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 데이터를 취득하여
계좌의 잔고를 정리하고, 자동적인 지시를 하는 것)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컴퓨터의 기
능(계산, 기억, 송신)을 실행하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② 이 방법
클레임은 컴퓨터 자체의 기능을 개량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 또는 기술
분야에서 개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클레임은 범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개되는 결제의 추상적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지시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2단계 테스트에 의하면, 위의 상품의 판매 예측 장치는 스텝 1에서 상품의
판매 예측이라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클레임의 요소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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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반적인 컴퓨터 기능(계산, 기억, 전송)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의
기능의 개량이나 다른 기술 또는 기술분야의 개량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스텝2의
significantly more도 아니라고 판단되어, 결론적으로 보호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이
다.
이러한 2단계 테스트는 EPO와의 보호적격성 판단과는 다르지만, ‘추상적 아이디어’
라는 비기술적 특징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EPO와 동일한 방법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의 제1의 방식의 입장에 따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고방식은 EPO와 대체로 궤를 같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의 일부판사나 USPTO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CAFC에
서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USPTO
는 Alice 판결 후에 낸 심사 가이던스를, 이후에 나온 CAFC의 판결을 반영시킨 메모랜
덤을 통하여 보충하고 있다. 심사 실무는 CAFC의 판결의 판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최대
한 보호 적격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lice 최고재
판소 판결 후, CAFC에서는, 보호 적격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몇 가지 보호 적격성을 긍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러
한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컴퓨터 자신의 기능이나 다른 기술에 대한 개량을 제2
단계에서 판단했던 것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1 단계에서 판
단하는 판결120)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제2단계에 접어들면, 보호적격성을 긍정하는
주장이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경향이 정착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4) 일본
(1) 보호적격성 판단방법

일본에서는 발명의 정의에 대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특허법 제2조 1항 주
서), 보호 적격성에 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실무에서는 먼저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발명 해당성
120) Enfish, LLC v. Microsoft Corp., 822 F.3d 1327（Fed. Cir. 2016）, McRO, Inc. v. Bandai NamcoGames
America Inc., 1 2 0 USPQ2d1091 （Fed.Ci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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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의해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핸드북의 ‘소프트웨어 관점에 기한 사고방법’에 근거하여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에 있어
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 적격성 유무를 판단한다. 일반 기준은 “자연법칙을 이
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를 들고 있다.
전자로서는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예: 경제법칙), 인위적인
법칙(예: 게임 규칙 그 자체), 수학적 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할 경우 또는 이것만
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예: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그 자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이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이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된다.
한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예로서 “(1) 기구 등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에 따르는 처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또는 (2) 대상의 물리적 성질, 화학
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에 기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진보성 판단방법

일본 특허청 실무에서는 심사핸드북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인정에 해당할 때에
는 인위적 결정 등과 시스템화 방법으로 나누어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발명을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보성 평가는 EPO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을 분리하여, 비기술적 특징을 무시하고 기술적
특징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 분야의 진보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클레임된
발명의 모든 특징에 대하여 인용례에 제시된 사항으로부터 순수히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
진보성 평가에 대한 판례는 일본 특허청 실무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비기
술적인 과제나 선행기술에 대한 비기술적인 차이점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취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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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특허의 보호적격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비기술적 특징을 현저히 넘는
부분이 있는지, 즉 비기술적 특징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컴퓨터 사용인지의 주관적 판단
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비기술적 특징과의 관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를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아
무리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고 비기술적인 특징이 비즈니스 방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단순한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상품의 매출 예측
장치의 예로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요소가 검토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허가 되기 쉬워진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
의 특허율은 일반 기술 분야의 특허율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결과적으로 비기술 특징과 컴퓨터 주지의 계산, 기억, 전송기능
은 보호 적격성을 긍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에 관한 발명까지도 보호적격성을 갖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다.
한편 EPO에서는 비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발명이 특허가 되기 어려운 바, 비기술
적 특징을 포함는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PO에서는
수학적 방법 이외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
1. 검토의 방향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기술개발, 상품개발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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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관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유자
가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I나 데이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AI나 데이터에 관하여 특허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분야의 혁신 빠른 속도는 기업이 특허를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은 특허를 찾는 대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모델을 보호하기 위
해 비공개 및 영업비밀에 의존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밀인 동안에는
보호되지만 공개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기술로 된다.
또 독점배타권이 없으므로 그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에 의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자에 의한 특허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AI 관련 발명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상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이라는 상태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면 널리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AI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하와
같다. 즉 ① 데이터(Raw Data), ② 데이터의 취득방법, 작성방법, 가공방법, 해석방법에
관한 노하우, ③ 학습용 데이터셋, ④ AI 프로그램, ⑤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의
구조, ⑥ 학습완료 후 도출된 파라미터, ⑦ 학습완료 모델(파생 및 증류모델 포함), ⑧
학습방법의 노하우 등이다. 이들 정보나 데이터에 관하여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보호
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할 수 있도
록 관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공개로서 사내에서 비밀정보로서 관리할 것, 또는 종업원이나 거래처와 사이에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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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계약을 체결할 것 등이 필요하다. 또 그 성질 혹은 비즈니스상의 이유에서 비밀로서
관리할 수 없거나, 특허출원하는 등 공지될 수밖에 없는 정보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AI를 실용화하는 때에 비공지성·비밀관리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2) 비공지성

AI가 편입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시판된 제품으로부터 영업비밀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내용이 특별한 수단을 취함이
없이 알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무엇인가의 분석이나 해석,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그것으로써 용이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
지성이 없다고 해석된다. 한편 정보의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는 등,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용이하지 않고, 그것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상당정도로 곤란하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AI 편입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AI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이나 마이크로칩의 수납용기의 대외비표시 혹은 프로그
램·데이터의 암호화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기술수단으로는 다시 만들 수 없도록 하여,
비밀관리성·비공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단으로 확실하게 비공지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비밀관리성

AI를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AI 프로그램 · 데이터의 내용
을 이용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고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한편 예컨대 AI를 탑재한 청소로봇이나 자율운행자동차와 같이, AI를 마이크로칩 등에
탑재한 AI 편입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수입한 자는 마이크로
칩을 해독하는 것에서 프로그램·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밀관리
는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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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I 편입 제품의 제조·판매자로서는 우선 소비자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다.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전매처에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이라는 방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비밀관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칩이나 마이크로칩의 수납용기에 대
외비 표시를 할 것, 마이크로칩의 수납용기를 특수한 나사로 봉입하여 제3자가 용이하
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개봉하면 파괴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시행함으로써 일반정보와 비밀정보를 합리적
으로 구별하고, 이용자가 비밀정보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비밀관리성
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AI 관련 발명 보호의 문제점
1.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의 부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프로그램 , 학습데이터, 학습, 학습용 모델, 파라미터가 중심이 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부로 취급
되고 있고, 심사기준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만으로는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AI 관련 발명성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의 정비
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ML과 DL을 기초로 한 AI 관련 발명에 대한
발명의 성립성을 엄격한 상황에 있다. 이는 결국 AI 관련 발명이 발명의 정의인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출발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AI 관련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은
이미 AI 및 ML 관련 발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였고, 미국 특허청도 관련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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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내에 AI 관련 발명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독립된 AI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I 관련 발명 중에 기계학습,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학습모델
발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AI 관련 발명은 ML과 DL
기반의 발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향후 이러한 발명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DL을 통한 학습완료 모델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학습완료 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완료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가 가능하다. 네트워크 구조와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와
같이 학습된 모델의 복제가 가능하다. 둘째 파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시 학습시킴으로서 파라미터가 변화하고, 정밀도를 높이는
등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별도의 학습완료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셋째 증류 모델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구조와 파라미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블랙박스 상
황)에서도 학습완료 모델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학습할 경우 처음부터 학습완료 모델을 작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처
리하는 별도의 학습완료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증류(distillation) 모델이
라고 부른다. 즉 새로운 학습모델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
하면 기존의 학습모델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모델과 파라미터가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DL을 통한 AI 학습완료 모델에는 특징적인 이용방법이 있다고 여겨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제를 제외하면 원학습완료 모델과의 관련성을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121) 원칙적으로 학습완료 모델은 ‘AI
프로그램과 파라미터의 조합’이고 전체로서 특허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즉 특허법의 요
건(진보성 등)을 충족시키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복재현성 문제가
남는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행사시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불분명한 문제와 입증의 곤란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121) 또한 어느 특정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AI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 이를 전제로 「파라미터」만이
유통되는 것도 상정된다. 이 경우의 「파라미터」의 현행 지재제도상의 보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법의 「프로그램 등」에 해당되고 진보성 등을 만족시키는
지 여부의 문제로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파생 모델」의 파라미터와 원래 모델의 파라미터와의 관련성이 특정될
수 없는 점은 학습완료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작성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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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관련 발명의 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 실효성 문제

AI 관련 발명,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된 모델과 관련한 발명의 특허권이 침해되었
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의 실효성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제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일본의 사례로서 Freee사와 moneyforward사의 회계
소프트웨어 특허소송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 사례이다.122)

1) Freee v. moneyforward 사건
(1) 사건의 개요

Freee사는 ‘회계처리장치, 회계처리방법, 회계처리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특허 제
5503795호(이하, ‘795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795특허는 2013년 3월 18일에 출원되
어, 2014년 3월 20일에 등록되었다. Freee사는 머니 포워드사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회계 서비스 ‘MF 클라우드 회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하 ‘MF
제품’) 및 이를 제공하는 방법 (이하, ‘MF 방법’)이 Freee사의 795 특허에 관한 특허권
을 침해로서 MF 제품의 금지 및 폐기 및 MF 방법의 사용 금지를 요구 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문언침해
freee사 특허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청구항 1 (물건의 특허), 13(방법 특허)
및 14(물건 (프로그램)의 특허)이다. 이들은 거의 동일한 구성이므로 청구항 13만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122) 東京地裁 平成29年7月27日平成28年(ワ)第357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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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13A 웹 서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한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서,
13B 상기 웹 서버가 웹 명세 데이터를 거래마다 확인 단계와,
13C 상기 웹 서버가 각 거래를 상기 각 거래의 거래 내용의 기재에 따라, 상기 거래 내용의 기재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와 계정과목과의 대응 관계를 유지하는 대응 테이블을 참조하여, 특정의 계정
과목으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단계와,
13D 상기 웹 서버가 날짜, 거래 내용, 금액 및 계정 과목을 적어도 포함하는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작성된 전기 분류 데이터는 유저가 전기 웹서버에 접근하는 컴퓨터에 송신되고,
전기 컴퓨터 웹브라우저에 번역처리 화면으로서 표시되고,
13E 상기 업무 처리 화면은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메뉴를 가지고, 상기 대응 테이블을 참조하는 규칙
은 상기 각 거래의 거래 내용의 기재에 대하여 복수의 키워드가 포함될 경우에 키워드의 우선 규칙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키워드에 의해 전기 대응 테이블의 참조를 행하는,
13F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계처리 방법

동경지방법원은 구성 요건 13C 및 13E 대해 ① 테이블의 사전적인 의미, ② 분류에
여러 키워드를 사용한 것에 따른 클레임 해석의 불일치 ③ 명세서의 기재를 고려 후에
이 사건 발명 13을 ‘거래 내용의 기재에 복수의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에는 키워드의
우선 규칙을 적용하여,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키워드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거래
내용의 기재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하여 대응하는 계정과목을 대응시킨 대응
테이블(대응표의 데이터)을 참조함으로써 특정의 계정과목을 선택한다는 구성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MF 방법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MF 제품 등이 ‘거래 내용의
기재에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하여 대응하는 계정과목을 대응시킨 대응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 법원은 MF 제품 등에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합한 적요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키워드와도 다른 계정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제품 매장
티켓’은 ‘제품’, ‘매장’ 및 ‘티켓’의 3가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Freee 특허의 처리
에 따르면, 이러한 키워드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키워드와 대응하는 계정과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아닌 ‘교통통신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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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입력)

계정 과목 추정 결과 (출력)

본 거래 ①

상품

비품 · 소모품 비용

본 거래 ②

매장

복리 후생비

본 거래 ③

티켓

단기 차입금

본 거래 ④

상품 매장

비품 · 소모품 비용

본 거래 ⑤

상품 티켓

비품 · 소모품 비용

본 거래 ⑥

점포 티켓

여비 교통비

본 거래 ⑦

상품 매장 티켓

매입액

둘째, 법원은 적요의 입력이 동일하더라도 서비스 카테고리를 변경하면 다른 계정과
목의 추정결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적요(입력)

출금액

서비스 카테고리

계정 과목 추정 결과(출력)

본 거래 ⑮

도쿄

5040엔

카드

여비 교통비

본 거래 ⑯

도쿄

500만 엔

카드

복리 후생비

본 거래 ⑰

도쿄

5040엔

은행

예탁금

본 거래 ⑱

도쿄

500만 엔

은행

현금

셋째, 법원은 ‘鴻働葡賃’라는 통상의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입력한 경우라
도, 어떠한 계정과목의 추정 결과가 출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을 전제로 법원은 “MF 제품 등이 해당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위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생성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입력된 거래 내용에 해당하는 계정
을 추측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고 판단하여 Freee사의 특허권의 문언침해에 대한 주
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균등침해

균등 침해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대상 제품 등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도 다음의 균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123)

123) 最三判平成10年2月24日民集52巻1号113頁（ボールスプライン事件最高裁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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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이점이 특허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제1 요건)
② 차이점을 대상 제품 등의 것으로 치환하여도, 특허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
며, 동일한 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제2 요건)
③ 당업자가 위의 치환 대상 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제
3 요건)
④ 대상 제품 등이 특허 발명의 출원시의 공지 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앞으로
출원시에 쉽게 推考할 수 있을 것(제4 요건)
⑤ 대상 제품 등이 특허 발명의 특허 출원 절차에서 특허 청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제5 요건)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균등침해의 제1요건에서 출원시의 공지 문헌이나 출원 경위를
고려 후에 구성 요건 13E 등은 Freee 특허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이것을 결한
균등 제1 요건을 결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발명 1, 13 및 14 중 구성 요건 1E, 13E 및 14E를 제외한 부분의 구성은 상기 공지 문헌에
기재된 발명에 따라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발명 1, 13 및
14 중 적어도 구성 요건 1E, 13E 및 14E의 구성은 모두 본 발명의 진보성을 기초 짓는 본질적인
부분이이다.

한편 균등침해의 제5요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의 출원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성 요건 1E, 13E 및 14E의 각 구성을 갖지 않는 대상 제품 등을 이 사건 발명 1,13
및 14에 따른 ‘특허 청구 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균등침해
의 제5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본건 특허의 출원 과정에서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특개 2011-170490 호 공보 (을 4) 및
특개 2004-326300 호 공보 (을 5)에 기재된 발명에 따른 진보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절 이유 통지
(기안 일자 2013 년 11 월 1 일. 을이 3)를받은 것, 따라서 원고는 2013 년 12 월 17 일 제출 절차
보정서 (을 6)에서 본건 발명 1,13 및 14에 대해 구성 요건 1E, 13E, 14E의 구성을 추가하는 취지의
절차 보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 2014 년 1 월 7 일 특허 결정을 받은 (갑 1) 이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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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구두 변론 종결일 (2017년 5월 12일) 직전에 Freee사는 “피고가 이 사건
기능에 대해 한 특허 출원한 제출 서류”를 대상 문서로 21017년 4월 4일 지정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카메라 절차를 실시하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로 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기능에 대해 특허출원 한 제출 서류"를 대상 문서로 2017년
4월 14일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상기 대상 문서의 제시를
명령한 다음, 특허법 제105조 제1항124)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인 카메라 절차를 실시
한 결과, 상기 대상 문서에는 피고 제품 및 피고 방법 이 구성 요건 1C, 1E, 13C, 13E, 14C 또는
14E에 해당 또는 관련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기재는 없었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정도가 증거로서 유용성을 상회하므로, 상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상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각하한 것이다. 원고는 위 대상 문서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여 구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의심을 엿보게 하는 사정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법원은 구두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시사점
이 사건은 AI 관련 발명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
다. 이 사건만으로 보면, 첫째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특허의 주요부를 AI 대체한 제품
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 특허의 클레임이 제한적
일수록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좁아진다. 예를 들어, Freee사 특허의
구성 요건 13E는 테이블과 키워드 간의 우선 규칙에 의해 자동 분류를 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이러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특허
침해로 포착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도 있지만, 만약 현재의 주력 제품 클레임의 기재가 특정 구성에 한정 것이라면, 타사에
앞서 주요 부분을 AI를 사용하는 특허로 새로이 취득하는 등 특허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24) 일본 특허법 제105조 제1항: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계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에 있어서 그 제출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3

둘째 이 사건의 머니 포워드사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한 경우 자신의 사업의 근간 부분을 블랙박스로 지키면서도 패소를 피하기
위해 간접 사실의 축적에 의해 그 행위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는 머니 포워드 사와 같이, 특허권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출력이나 상용되
지 않는 출력결과나 작동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품 카탈로그, 보도자료 또는 소
개 기사 등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품 등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래 규칙기반에 기초한 특허는 AI 기술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eee사의 특허에서는 대응 테이블 및 우선 규칙에 기한 분류
를 하는 클레임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기하지 않은 AI 기술은 커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면, “복수의 거래 내용과 해당 거래내용에 대응하는 계정과목과의
조합을 포함한 지도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한 복수의 지도 데이터에 기하여 복수의
거래내용을 입력, 대응하는 계정과목에 관한 값은 출력하는 학습 모델을 생성한다”고
하는 클레임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례에서도 하드웨어로서 CPU, GPU를 이용했다는 점을 기재하고, 학습 모델
의 생성처리 과정 및 생성된 학습 모델의 활용처리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규칙기
반 발명은 당연히 중요한 발명이며, 종래 스타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AI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작성하여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규칙 기반
또는 AI 기술 어느 경우도 실현 가능한 경우 이들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상처리 또는 이 소송에서 다툼이 된 게정과목 분류 기술에
관하여 발명의 포인트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있는 경우, 설치는 규칙기반에서도 AI에서
도 모두 좋은 것이다. 이 경우 실시 예에는 영상처리 및 분류처리에 대해서는 규칙기반
에 더하여 AI의 실시예도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라이선스 교섭에서 규칙기
반에 한정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25)

125) 河野 英仁, AI/IoT特許入門,, 経済産業調査会, 2018, 6, 67-68면.

124

3. 데이터 보호의 문제
AI의 개발·이용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① 학습용 데이터 셋 생성단계, ② 학습용 모델 작성단계,
③ 학습용 모델의 이용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학습용 데이터 셋 작성단계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 셋을 작성하
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재료가 되는 로데이터가 필요하다. 로데이터로서는 웹사이트의
영상·문장 등의 데이터나 AI 개발을 위탁한 자가 보유하는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 기계
의 가동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이 있다. 현실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밀
도가 높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많다.126)
예를 들면, AI의 화상처리를 이용하여 검사대상자의 CT(컴퓨터 단층진단장치)의 영
상으로부터 암 유무를 진단하는 AI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AI에 있어서는 암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의 CT 화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암환자를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암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암진단 AI는 높은 정밀도를 가져야 하므로, 높은 정밀도의 AI를 작성하
기 위해 대량의 또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역으로 그러
한 데이터를 가지는 자만이 CT 영상으로부터 암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AI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127)
여기서 AI 시대에 있어서는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종래
데이터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데이터 보유자라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주장
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성과물인 학습모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로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의 취득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아이디
어 노하우도 중요해져 가고 있다. 로데이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AI 개발자가 로데이터의 제공자에게 AI 학습에 적
합한 로데이터의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다.
126) 福岡 真之介, AI 法律と論点, 商事法務, 2018. 3, 26면.
127) 위의 책,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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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데이터 셋은 로데이터를 수집·선별·가공에 의해 작성된다. 지도 기계학습을
함에는 로데이터에 정답 데이터(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노력
을 요구한다. 로데이터에서 학습용 데이터 셋으로 가공할 때에는 데이터 노이즈를 제외
하거나, 결손이 있는 데이터를 매우는 등의 전처리에 의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가공 노하우는 AI에 관한 깊은 이해나 시행착오와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학습용 데이터 셋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확장기술(Data
Augmentation)의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로데이터나 학습용 데이터 셋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와 데이터 제공
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가 문제된다. 게다가 AI 개발시에 AI에 학습시키기 위
한 데이터로서 웹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 문장 데이터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할 경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된다.

2) 학습용 모델의 생성단계

딥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하고, 이것에 학습용 데이터 셋
을 부여하여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도록 각 네트워크 간의 가중치
파라미터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정을 반복하여 생성되는 것이 학습완료 모델
이다. 학습전 AI는 우수한 알고리즘에 기한 프로그램이라도 실용성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AlphaGo와 같이, 학습을 반복함으로서 세계 최강의
기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실용적인 관점에
서는 AI 학습완료 모델이야 말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비용이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완료 모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28)

딥러닝형 AI의 학습완료 모델의 기본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는 프로그
램과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 간의 결합에 관한 가중치 파라미터(지도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129) 특히 AI 본체의 프로그램 부분이 범용적 프로그램이거나, OSS의 경우에
128) 福岡 真之介, 앞의 책, 28면.
129) 다른 기계학을 하는 AI도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기계학습 중 실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딥러닝형 AI를 염두해 두고 설명한다. 또한 파라미터는 엄밀히 말해서는
가중치 파라미터뿐만 아리나, 가중치 파라미터에 부가하는 디바이스 값이나 학습율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 등도 포함
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딥러닝에 있어서 주요 파라미터인 가중치 파라미터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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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지므로, 학습완료 파라미터(이를 작성하기 위한
중요 데이터)가 AI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학습완료 모델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발생시키
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학습완료 파라미터는 AI가 생성하는 수치의 나열이
므로 저작권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는 직접적으로는 AI가 대량의 데이터에 기하여 자동적으로
생성하지만, 학습완료 파라미터의 작성에는 데이터 제공자, AI 프로그램 작성자, AI를
학습시킨 자 등 다양한 인간이 관여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학습완료 파라미터라는 데
이터에 대하여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130)

3)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단계

학습용 모델이 완성하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출력(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처리용 AI에 개의 영상을 입력하면, 개일 확률이 92%라는 출력값이 나
오게 된다.
그러나 학습완료 모델이 한번 완성하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기계 학습하는 AI에
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키고, 보다 정밀도가 높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완료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진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앞으로 상당히 학습을 계속하
는 학습기능을 가진 학습완료 모델이 주류가 될 수도 있다.131)
학습용 모델의 진화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완료 파라미터를 변화
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부분 그 자체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학습완료 모델이 진화할 경우에 진화전 학습완료 모델의 권리자나 데이터 제공자는,
진화 후 학습완료 모델(파생모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지도 문제된다.
게다가 학습완료 모델에 대하여 ‘증류’라는 방법에 의해 개발된 AI에 대하여, 학습완
료 모델의 권리자는 증류 모델을 작성·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132)
130) 福岡 真之介, 앞의 책, 29면.
131) 다만 상시 학습을 계속하여 학습완료 모델이 사회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진화한 학습완료 모델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원학습모델 작성자와 추가 데이터의 투입자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132) 福岡 真之介, 앞의 책,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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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보호 방안

제1절 필요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차이가 발명의 차이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학습완료 모델 중 파생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으로
원학습완료 모델과는 성능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다른 새로운 학습완료 모델과 파라미터
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AI 관련 발명을 출원하는 출원인 입장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에 데이터를 특정하고,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데이터 기록 매체와 연결시킬
것인가가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향후 제3자의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다.
[그림 Ⅴ-1-1] 학습데이터가 다른 ‘AI 발명’의 등록 및 침해 가능성 판단

현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AI 관련 발명의 특수한 성질, 즉 학습과 학습 데이터
를 고려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출원된 AI 관련 발명이 심사단계에
서 ‘반복재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명세서 검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차별화된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1

이러한 관점에서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장려고하고, 명확한 권리범위를
갖도록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AI 관련 발명이 부실한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원인에게 일정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AI 관련 발명의 보호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안
1.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1) 발명의 설명 부분
학습된 AI 제어기만을 발명에 포함하는 경우와 학습된 AI 제어기를 이용하여 지능형
로봇을 제어하는 경우 지능형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하드웨어 구성과 상기 학습된 AI
제어기의 결합요소 등이 필요하다.

① 하드웨어
로봇 또는 제어기를 제어하는 AI가 포함된 발명의 경우 로봇 또는 제어기의 구성을
기재하고, 상기 AI와 상기 로봇 또는 제어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결합관계를 기재한다.

예) 로봇 몸체, 상기 로봇 몸체 하단에 구비되는 로봇 이동수단; 및
상기 로봇 몸체의 상단에 구비되는 카메라, GPS와 연결되는 AI 제어기를 구비한 경비로봇에 있어서,
상기 AI 제어기는 상기 카메라에서 캡처되는 600*480의 이미지를 초당 10프레임식 전송받아 내장된
학습된 경로인식 AI에서 차선과 장애물을 감지하여 상기 GPS 신호를 이용하여 설정된 목적지로
상기 로봇 이동수단을 제어하여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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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프로그램(구조 및 학습방법)

발명에 사용된 AI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또한 상기 AI가 반복
제현성이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명이 개념만으로 기재되어 미완성발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AI의 구조와 학습방법 등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습데이터의 예시 또는 구조의 제시와 학습에 사용될 AI의 입력과 출력의 명확한
제시 및 학습방법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예) 상기 AI 제어기는 내부에 구비된 학습된 경로인식 AI를 구비하고, 상기 경로 인식 AI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차선과 물체가 포함된 600*480의 흑백 영상을 1초에 10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기
600*480의 흑백 영상은 입력으로 상기 영상에 포함된 장애물은 빨간색으로, 차선의 경로는 파란색
으로 표시된 2가지의 출력 영상을 학습데이터로 하여 딥러닝 학습을 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
는 100 장의 도로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50장의 이미지는 상기 학습된 경로인식 AI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검증결과가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질 때 학습을 멈추었다.
상기 학습에서 AI 제어기의 구조는 입력은 600*480의 흑백 영상, 출력은 장애물은 빨간색 영상,
차선의 경로는 파란색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은닉층의 수와 노드수는 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은닉층의 수를 1 ~ 10, 노드의 수는 5~20을 사용하였다.

③ 학습데이터 실시예
학습데이터는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학습데이터의 구조와 형태 및 영상, 음성, 그래프 등과 같은 학습데이터
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 값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표시
하여야 하면, 각각의 학습데이터가 독립적인지 그렇지 않는지도 필요한 경우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데이터를 모두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를 기재하여
야 학습데이터 기재가 충분하다할 수 있고, 발명이 반복재현성 있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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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학습데이터 설명 예
AI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별히 사용한 프로그램패키지가
있거나,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설명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학습의 경우 입력값과 출력값을 설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온도, 습도,
일사량)->(온도제어 출력값)]과 같은 데이터 셋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데이터는 몇 개의 예시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성데이터와 그 의미 값은 정규화된 음성 값을 가변형 길이의 1차원 어레이에 담고, 그 후단에
의미 값을 코드로 넣을 수 있다.

(예2) 이미지 학습데이터
상기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사물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예3) 그래프 학습데이터

2018년 6월 14일자
동아사이언스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2773>

[텐서 플로우 블로그 (Tensor ≈ Blog) 이미지 사용: https://tensorflow.blog/]]
그래프 상에 나타난 점과 정의 특징을 AI 학습데이터로 하는 경우이다.
(X0, Y0, Group Value)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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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습완료모델(학습값)
학습된 AI의 결과물을 기재하는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반복 재현
성을 확보하고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AI의 구조와 노드 값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습데이터와 구조만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박복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습방법의 상세한 설명과 학습완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예 1) AI의 학습 완료된 학습 값 기재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노드 값을 매트릭스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       ×    × 
  
     

  
     
  







 

(예 2) 학습데이터와 학습방법만 기재
전체 학습데이터와 학습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학습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학습데이터 제시 (예 3)의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의 예이다.
from sklearn.neural_network import MLPClassifier
from sklearn.datasets import make_moons
X, y = make_moons(n_samples=100, noise=0.25, random_state=3)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X, y, stratify=y,
random_state=42)
mlp = MLPClassifier(solver='lbfgs', random_state=0).fit(X_train, y_train)
mglearn.plots.plot_2d_separator(mlp, X_train, fill=True, alpha=.3)
mglearn.discrete_scatter(X_train[:, 0], X_train[:, 1], y_train)
plt.xlabel("특성 0")
plt.ylabel("특성 1")
이렇게 학습데이터와 학습방법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학습결과물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Matlab 등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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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일부학습데이터와 간단한 학습방법만 기재
발명에 포함된 AI가 간단한 기능을 하는 제어기와 같은 경우, 간단히 학습데이터의 일부와 학습방
법을 예시만 드는 것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발명을 충분히 실시 가능한 경우 학습 완료된
AI의 학습값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시가 없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거나, 발명이 완성되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미완성발명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발명자가 져야할 것이다.

2) 청구항 부분

학습된 AI 발명을 청구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청구범위 자체로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특히, AI 발명의 경우 학습된 AI의 기재는 그 자체로써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학습방법 또는 학습데이터 등으로 학습된
AI를 구체화하여야 청구범위에 기재된 학습된 AI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학습된 AI가 청구범위에 의하여 명확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입력, 출력, 학습데이터, 학습방법 및 학습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식의 권리
범위 확보를 위하여 상기 기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기재의
책임은 출원인이 지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예 1, 독립항) 간단한 인공지능 제어기를 포함하는 경우 청구범위에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만
을 상세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로봇 이동을 위한 구동부,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 마이크 및 스피커 출력을 구비한 안내 데스크
로봇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는 상기 마이크에 의하여 인식된 소리 중 설정된 크기 이상의 신호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음성이 끈기는 마디를 구로 인식하여 상기 각 구별로 음성을 인식하며, 인식된
음성에 대응되는 답변 또는 설명을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며,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의 학습은 학습에 사용할 음성샘플을 학습입력으로 그 뜻을 학습출력으
로 구성하는 것을 한 개의 학습데이터로 구성하여, 상기 안내 데스크 로봇의 안내에 필요한 학습을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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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독립항) 복잡한 인공지능 제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제어기가 많이
있어, 권리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특수한 용도에 한정하여 특허 받고자하는 경우 인공신경망의 구조
와 노드 값을 모두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로봇 이동을 위한 구동부, 학습된 AI 자율주행부, 카메라, 혠, 마이크 및 스피커 출력을 구비한
경비 로봇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는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인식된 전방의 장애물과 도로 표시로부터
주행할 경로를 인식하여 상기 GPS로 파악되는 자신의 위치와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
하여 주행하며,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는 상기 카메라에서 획득된 이미지로부터 장애물과 도로를 인식하기위하
여 영상이미지와 장애물의 중심 좌표와 크기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학습된 것으로, 상기 AI 구조가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출력1이고,

상기

노드들의

노드값이

           ×

  
     
  
     

  
      ×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비 로봇.
  
     

  
     
  







 

(예 3, 독립항) 복잡한 인공지능 제어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에 권리범위를 크게 가져가기 위하
여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입력과 출력만 한정하고, 중간에 은닉층 등의 구조는 수치범위로 기재하고,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를 기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명을 명확히 기재하며, 권리범위도 넓게 기재
한 경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 학습에 사용한 입력 5가지가 모두 0 ~ 1 사이
의 값으로 상기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 값이고, 상기 탱크온도는
탱크온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며, 상기 최초 알콜 측정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측정무게 값이고,
상기 원재료의 역가는 원재료 무게 대비 원재료의 역가 무게 비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원재료의 산도
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은 5개, 은닉층의 수는 1에서 5개, 은닉층의 각각의 노드의
개수는 2 내지 10 사이의 범위에서, 출력은 알콜의 농도값으로 하여 가능한 인공신경망의 조합으로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학습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의 예측결과가
R2 = 0.9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137

(예 4, 종속항)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는 구절의 길이에 따라 학습에 입력되는 입력 노드를 달리하여 학습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는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출력1이고, 상기 노드들의 노드값이

  
     
  
     






        ×       ×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
  
     

  
     
  
내 데스크 로봇.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의 학습데이터는 600*480의 영상이미지 및 50*50 이상인 물체의 중심좌
표와 대각선의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의 학습은 딥러닝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600*480의 영상이미지 및 50*50
이상인 물체의 중심좌표와 대각선의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2.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심사기준은 적용범위, (ⅰ)
(ⅱ) AI 로봇 발명의 정의, (ⅲ)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ⅳ) 특허요건 순으
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AI 관련 발명의 권리행사 실효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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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관련 발명
1. 적용범위
본 장은 인공지능(이하 ‘AI’라 한다) 또는 AI가 포함된 로봇 및 로봇 시스템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봇분야(B25J)를 제외한 다른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AI가 사용
되었거나 AI 자체를 개발하는 발명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심사 기준에 적용된다.
(예1) AI가 포함된 로봇시스템 발명의 청구항 예
로봇 이동을 위한 구동부,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 마이크 및 스피커 출력을 구비한 안내 데스크
로봇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는 상기 마이크에 의하여 인식된 소리 중 설정된 크기 이상의
신호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음성이 끈기는 마디를 구로 인식하여 상기 각 구별로 음성을 인식하며,
인식된 음성에 대응되는 답변 또는 설명을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며,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의 학습은 학습에 사용할 음성샘플을 학습입력으로 그 뜻을 학습출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한 개의 학습데이터로 구성하여, 상기 안내 데스크 로봇의 안내에 필요한 학습을 시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예2) AI가 포함된 자동화 시스템 발명의 청구항 예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 학습에 사용한 입력 5가지가 모두 0
~ 1 사이의 값으로 상기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 값이고, 상기 탱크온
도는 탱크온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며, 상기 최초 알콜 측정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측정무게
값이고, 상기 원재료의 역가는 원재료 무게 대비 원재료의 역가 무게 비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원재
료의 산도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은 5개, 은닉층의 수는 1에서 5개, 은닉층의
각각의 노드의 개수는 2 내지 10 사이의 범위에서, 출력은 알콜의 농도값으로 하여 가능한 인공신경
망의 조합으로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학습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의
예측결과가 R2 = 0.9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예3) AI 자체를 개발(성능향상)하는 발명의 청구항 예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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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학습된 AI 번역방법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번역 엔진은 문장을 입력받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문장의 구조에서 주어
가 빠진 경우 나머지 문장의 구성요소로부터 주어를 찾아 주어가 포함된 영어문장으로 번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상기 문장을 입력받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구문분석기를 상기 학습된 AI 번역 엔진
전단에 구비하고, 상기 구분 분석기에 주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 문장의 구성요소를 학습된 AI
번역 엔진에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출력결과로 상기 문장의 주어를 찾아 번역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상기 학습된 AI 번역 엔진은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어가 없는 문장을 100 개
이상 학습데이터로 하며, 상기 학습된 AI 구조는 입력으로 문장을 입력받는 노드 1개, 출력으로 주어
를 알려주는 출력1개와 2개에서 4개의 은닉층과 상기 각각의 은닉층은 5에서 10개의 노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학습된 AI 번역방법.
2. AI 로봇 발명의 정의
2.1. 심사 대상 AI
AI의 종류는 퍼지(Fuzzy) 알고리즘, 유전(Genetic) 알고리즘, 전문가(Expert) 시스템, 인공신경망
(Neural Network) 등이 있다. 인공신경망은 다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AI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을 제외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
으로 되어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본 장에서는 학습이 필요한 인공신경망, 즉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포함된 발명에 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참고) 인공신경망
① 머신러닝
데이터를 통하여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는 학습 기술
･지도학습(Supervised): 정답(목표값)을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 AI 알고리즘을 통과한 출
력값과 정답과의 오차를 점차 축소시키는 형식으로 학습 진행
･비지도학습(Unsupervised): 정답(목표값)없이 데이터의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 데이터를 구룹
핑(Grouping)하는데 사용
･준지도학습(Semi Supervised): 정답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테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학습시키
는 방법
･강화학습(Reinforcement): 어떤 상태에 놓인 로봇이 현 상태를 인식하고, 그 다음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현 상태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상값을 주는 것으로 학습시키는 방법
② 딥러닝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조합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데 사용
되는 학습방법으로, 머신러닝과 다르게 학습전에 인간이 선처리하는 작업 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
용한다(빅테이터 사용가능). 딥러닝은 입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이 스스로가 학습하고 특징
량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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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I 로봇 발명
AI 로봇이란, 학습, 추리, 추론 및 결정과 같이 인간이 지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AI 로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로봇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떠한 데이터와 학습방법을 통해 지능이 만들어졌
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AI 로봇 발명’이란, 그 발명의 내용에 로봇을 구성하는 기계적 하드웨어, AI 구조, AI 학습방
법, 학습데이터 종류 및 구조, 학습완료모델(학습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을 통해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비록 로봇에 관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판단과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AI 자체를 개발하
거나, AI를 이용한 창작물 개발 등의 발명은 그 발명의 내용 중에 AI 구조, AI 학습방법, 학습데이터
종류 및 구조, 학습완료모델(학습값)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없이 AI 구조, AI 학습방
법, 학습데이터 종류 및 구조, 학습완료모델(학습값)이 기록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등 컴퓨터 관련
발명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 AI 로봇 발명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
･ 하드웨어: 로봇을 이루는 기계적 구조(프레임, 팔, 다리 등)
･ AI 프로그램(구조 및 학습방법): 신경망(Neural Network)의 구조에 대한 내용과 이 신경망의
노드값을 결정하기 위한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래밍
･ 학습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종류 및 구조
･ 학습완료모델(학습값): 학습에 의해 하나의 값으로 수렴된 각 노드값들의 집합

3.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3.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AI 로봇 발명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
로봇을 이루고 있는 기계적 구성요소, 예컨대 구동기구, 매니퓰레이터, 비전, 통신 등의 물리적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로봇이 아닌 경우에는 로봇의 기계적 구성요소에 준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AI 자체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발명은 하드웨어 내용을 기재하는 대신 AI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등 컴퓨터 관련 발명 형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 경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병행하여 심사하면 된다.
(2) AI 프로그램(구조 및 학습방법)
인공신경망(머신러닝, 딥러닝)은 사람의 두뇌를 모델로 하여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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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으로서, 인간의 두뇌 구조에 해당하는 신경망 구조를 가진다. 이 신경망 구조는 입력, 출력 및
히든 뉴런(노드)을 가지고, 각 뉴런은 타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뉴런들의 연결 가중치(연
결값, weight)에 의해 그 뉴런 값이 변경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에는 이러한 뉴런과
각 뉴런이 타뉴런과 어떤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이 어떠한 수학적, 통계적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경망 구조를 공개된 오픈 소스를 이용하였다면,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설명(개발社,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AI의 학습방법에 대해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AI를 학습시킨다는 것은
결국 각 뉴런의 학습 결과값과 뉴런의 학습 결과값을 결정하기 위해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가중치의 값을 학습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하여
학습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데이터
전처리, 구룹핑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시계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인공신경망의 일반적 구조>
(3) 학습데이터 실시예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골라 실시예 형식으로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인자, 학습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학습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 등 시각에 의해 보여지는 경우에는 도면이 이미지
데이터의 실시예를 기재한다
(예1) 학습데이터 설명 예
AI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별히 사용한 프로그램패키지가
있거나,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설명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학습의 경우 입력값과 출력값을 설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온도, 습도,
일사량)->(온도제어 출력값)]과 같은 데이터 셋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데이터는 몇 개의 예시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성데이터와 그 의미 값은 정규화된 음성 값을 가변형 길이의 1차원 어레이에 담고, 그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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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값을 코드로 넣을 수 있다.
(예2) 이미지 학습데이터

상기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사물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예3) 그래프 학습데이터

2018년6월14일자
동아사이언스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2773

[텐서 플로우 블로그 (Tensor ≈ Blog) 이미지 사용: https://tensorflow.blog/]]
그래프 상에 나타난 점과 정의 특징을 AI 학습데이터로 하는 경우이다.
(X0, Y0, Group Value)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학습완료모델(학습값)
학습을 통하여 AI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망 구조의 각 뉴런값 및 연결가중치가 정해지면, 그 값들을
실시예로서 실험데이터 표시 형식(테이블)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몇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AI를 학습시켰으며, 몇 개 이상의 데이터 부터는 각 뉴런값 및 연결 가중치의
변화가 몇% 미만이여서 더 이상 학습시키는 것이 무의미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예 1) AI의 학습완료된 학습 값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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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노드 값을 매트릭스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       ×    × 
  
     

  
     
  







 

(예 2) 학습데이터와 학습방법만 기재
전체 학습데이터와 학습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학습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학습데이터 제시 (예 3)의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의 예이다.
from sklearn.neural_network import MLPClassifier
from sklearn.datasets import make_moons
X, y = make_moons(n_samples=100, noise=0.25, random_state=3)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X, y, stratify=y,
random_state=42)
mlp = MLPClassifier(solver='lbfgs', random_state=0).fit(X_train, y_train)
mglearn.plots.plot_2d_separator(mlp, X_train, fill=True, alpha=.3)
mglearn.discrete_scatter(X_train[:, 0], X_train[:, 1], y_train)
plt.xlabel("특성 0")
plt.ylabel("특성 1")
이렇게 학습데이터와 학습방법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학습결과물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Matlab 등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3) 일부학습데이터와 간단한 학습방법만 기재
발명에 포함된 AI가 간단한 기능을 하는 제어기와 같은 경우, 간단히 학습데이터의 일부와 학습방법
을 예시만 드는 것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발명을 충분히 실시가능한 경우 학습 완료된
AI의 학습값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시가 없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거나, 발명이 완성되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미완성발명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발명자가 져야할 것이다.
3.2. 청구범위 기재요건
(1) AI가 포함된 로봇 또는 자동화장치 발명
독립항에는 로봇 또는 자동화 장치의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I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하드웨어 구성의 기재는 일반적인 장치의 청구항 기재방식과 동일하다. AI의 경우
바람직하게는 독립항에 AI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상기 독립항에 기재된 AI를 최소한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구성(신경망층, 각 층별 뉴런수, 입력 뉴런, 출력 뉴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한다. 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도 청구항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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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독립항) 간단한 인공지능 제어기를 포함하는 경우 청구범위에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
만을 상세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로봇 이동을 위한 구동부,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 마이크 및 스피커 출력을 구비한 안내 데스크
로봇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는 상기 마이크에 의하여 인식된 소리 중 설정된 크기 이상의
신호를 음성으로 인식하고, 음성이 끈기는 마디를 구로 인식하여 상기 각 구별로 음성을 인식하며,
인식된 음성에 대응되는 답변 또는 설명을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며,
상기 학습된 AI 음성인식부의 학습은 학습에 사용할 음성샘플을 학습입력으로 그 뜻을 학습출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한 개의 학습데이터로 구성하여, 상기 안내 데스크 로봇의 안내에 필요한 학습을 시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예 2, 독립항) 복잡한 인공지능 제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제어기가 많이
있어, 권리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특수한 용도에 한정하여 특허받고자하는 경우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노드 값을 모두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로봇 이동을 위한 구동부, 학습된 AI 자율주행부, 카메라, 혠, 마이크 및 스피커 출력을 구비한
경비 로봇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는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인식된 전방의 장애물과 도로 표시로
부터 주행할 경로를 인식하여 상기 GPS로 파악되는 자신의 위치와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하여 주행하며,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는 상기 카메라에서 획득된 이미지로부터 장애물과 도로를 인식하기위하
여 영상이미지와 장애물의 중심 좌표와 크기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학습된 것으로, 상기 AI 구조가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출력1이고,

상기

노드들의

노드값이

           ×

  
     
  
     
   
      ×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비 로봇.
  
     

  
     
  







 

(예 3, 독립항) 복잡한 인공지능 제어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에 권리범위를 크게 가져가기 위하
여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입력과 출력만 한정하고, 중간에 은닉층 등의 구조는 수치범위로 기재하고,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를 기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명을 명확히 기재하며, 권리범위도 넓게 기재
한 경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 학습에 사용한 입력 5가지가 모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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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의 값으로 상기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 값이고, 상기 탱크온
도는 탱크온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며, 상기 최초 알콜 측정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측정무게
값이고, 상기 원재료의 역가는 원재료 무게 대비 원재료의 역가 무게 비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원재
료의 산도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은 5개, 은닉층의 수는 1에서 5개, 은닉층의
각각의 노드의 개수는 2 내지 10 사이의 범위에서, 출력은 알콜의 농도값으로 하여 가능한 인공신경
망의 조합으로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학습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의
예측결과가 R2 = 0.9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예 4, 종속항)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는 구의 길이에 따라 학습에 입력되는 입력 노드를 달리하여 학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음성 인식부는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출력1이고, 상기 노드들의 노드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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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의 학습데이터는 600*480의 영상이미지 및 50*50 이상인 물체의 중심좌
표와 대각선의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된 AI 자율주행부의 학습은 딥러닝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600*480의 영상이미지 및 50*50
이상인 물체의 중심좌표와 대각선의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데스크 로봇.

(2) AI 자체 발명
기존 AI 구조에 대한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의해 심사하면 될 것이고, 학습이 완료된 AI 자체를
개발하는 것인 경우에는 청구항에 AI 구조 및 학습방법,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다. 기재 방식은 상기 ①의 AI가 포함된 로봇 또는 자동화장치 발명의 기재방식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하드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 관련 발명처럼 기록매체 등에 저장된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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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 기재한다.
(예) AI 자체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독립항)
[청구항 1] AI 학습데이터 전처리 기술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방법에 있어서, 학습할 이미지에 포함된 색상의 수가 256개가 넘는
경우, 상기 학습할 이미지의 인접 생상을 표준 256 이미지의 색으로 조절하는 전처리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방법.
[청구항 1] AI 학습방법 개량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 병행 AI에 있어서,
오프라인에 사용된 학습데이터를 저장하는 학습완료 DB와 새로 입력된 학습데이터를 상기 학습완료
DB와 비교하는 학습데이터 비교 단계; 및
상기 학습데이터 비교단계에서 동일한 데이터인 경우 학습을 건너뛰고,
다른 학습데이터인 경우 학습을 함과 동시에 상기 학습완료 DB에 상기 학습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 병행 AI.
4. 특허요건
4.1. 발명의 성립성
AI 발명은 AI의 신경망 구조가 같다 하더라도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에 따라 그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공지된 AI 오픈소스를 이용하였다 정도의 언급만으로는 발명이 완성되었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에서 말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므로, 제3자가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참고하여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AI 신경망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100%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형태가 유사한 학습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며, 학습후 목적과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학습완료모델(결과
값)을 실험예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예 형식으로 기재하며, 시각화가 가능한 경우 도면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
다.
따라서, 명세서의 기재에 AI 신경망 구조, 학습 방법, 학습데이터, 학습완료모델이 기재되어 있어야
AI 발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4.2. 신규성
(1) 동일성 판단기준
AI 로봇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은 학습된 AI를 구성하는 ⓐ 로봇 하드웨어, ⓑ AI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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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학습방법, ⓓ 학습데이터, ⓔ 학습완료모델(결과값)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AI 자체 발명은 상기 ⓐ를 제외한 ⓑ 내지 ⓔ의 동일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동일성 판단방법
① 학습방법 및 학습데이터는 동일하고, AI 신경망 구조가 소폭 다른 경우
AI 신경망 구조의 경우, AI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은닉층, 뉴런(노드), 입출력 개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범주의 학습방법과 학습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판단하기에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AI 신경망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더라도 AI 신경망 구조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명
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② AI 신경망 구조 및 학습데이터는 동일하고 학습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AI 로봇 발명은 어떤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발명이 목적하는 성능과 효과가
달라진다. AI 신경망 구조와 학습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것은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키는 방법
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I 신경망 구조와 학습데이터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한다.
4.3. 진보성
(1) 진보성 판단기준
AI 로봇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의 핵심은 학습된 AI의 기능과 효과에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인자로는 ⓐ AI 신경망 구조, ⓑ 학습방법, ⓒ 학습데이터가 진보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AI 자체 발명도 상기 AI 로봇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2) 진보성 판단방법
① AI 신경망 구조가 다른 경우
AI 신경망 구조의 경우, 동일성 판단방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며, 신경망 구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에 반해 발명이 목적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성능 및 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경망 구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AI 신경망 구조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발명이 목적하는 바와 성능 및 효과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진보성을 인정한다.
② AI 학습데이터가 다른 경우
청구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AI 신경망 구조와 학습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발명이 목적하는
바가 동일하나 학습데이터의 형식이 다른 경우, 즉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로봇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일한 신경망 구조와 학습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보다
양질의 학습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학습시킴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발명의 효과가 현저히 향상된 결과
물을 얻는 발명이라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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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관련 발명의 권리행사 실효성 여부 판단
1) AI 구조가 변경되어 실시하는 경우
원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AI와 그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력이 값과 출력이 다른 경우, 입력과 출력이 같은 경우 및 입력이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다.
먼저 입력이 다른 경우는 학습에 사용하는 인자가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다른 발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입력을 하나 추가하거나, 다른 입력의 종속변수를 추가 또는
생략한 경우라면 원출원 발명과 균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입력과 출력이 다른 경우는 다른 발명이다. 그러나 동일한 발명을 피해가기 위하여 다른 입력의
종속입력(없어도 되는 입력의 추가) 또는 동일한 출력의 다른 형태의 출력의 부가 또는 변경인 경우
에는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력과 출력인 같은 경우 중간에 은닉층의 개수나 노드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그로 인한 변경에 의하여 성능의 변화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은닉층의 구조변경
역시 원출원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 발명의 경우 원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AI 구조와 상이하다 하여, 절대적으로 다르다
볼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입력과 출력 변수의 성격과 은닉층 등의 구조변경에 의한 발명의 실질적
기능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균등론적 관점에서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방법이 변경되어 실시하는 경우
학습방법이 변경되어 실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습 완료된 AI가 원출원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다면, 학습 완료된 AI는 원출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방법발명과 마찬가지
로 상기 새로운 학습방법에 의하여 학습하는 것이 새롭다면 새로운 학습방법을 포함한 발명은 당연
히 특허성을 가지고 특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 출원발명과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이라 하겠다.
3) 학습데이터가 변경되어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학습방법이 변경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데이터
의 변경에 의하여 임계적 의의나, 발명이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면, 원출원 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데이터 셋이 최적화되어 학습된 AI가 원출원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이
라면, 원출원 발명과 균등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범위가 상이하다고 보아야할 것이
다.
따라서 학습데이터의 변경이 단순 이용 데이터의 변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학습완료된 AI의
기능과 성능으로 학습데이터의 변경에 의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원출원발명과의 사이에서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습데이터의 변경에 의하여 새로운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으나, 특별한 학습
데이터 변경에 의하여 발전된 성능을 가지는 AI를 구현하였다면, 그 학습데이터 셋을 만드는 방법
등은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 특허권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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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AI 관련 발명의 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
실효성 확보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AI 관련 발명에 대한 클레임 분석을 통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이
있도록 클레임을 어떻게 작성할 지가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岡本 義則
변호사가 검토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133) 분석대상 발명은 일본 특
허심사기준에 서술된 AI 관련 발명 사례인 “숙박 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된
모델”사례이다. 이 발명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에 기하여 숙박시설이 평판을 정량화한 수치를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학습된 모델에 있어서,
제1의 뉴럴 네트워크와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출력이 입력되도록 결합된 제2의 뉴럴 네트
워크로 구성되며,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가 적어도 하나의 중간층의 뉴런 수가 입력층의 뉴런 수보다도 작거나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수가 서로 동일하며 각 입력층으로 입력값을 각 입력층에 대응하는 각 출력
층으로부터 출력값이 같아지도록 중요도 계수가 학습된 특징 추출용 뉴럴 네트워크 중 입력층으로부
터 증간층까지로 구성된 것이며,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의 주용도 계수가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도 계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며,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 층에 입력된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
는 특정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한, 전술한 제l 및 제2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전기 학습된 중요도
계수에 따른 연산을 하고, 전기 제2의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층에서 숙박 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기능하도록 하는 학습된 모델.

이 발명의 클레임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경쟁기업으로부터 AI 기술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자동적으로 출력하는 소프트웨어가 경쟁제품
으로서 판매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당해 제품의 카탈로그에는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의 출력에는 심층학습을 이용한 다층 뉴럴 네트워크가 이용되고 있다는 기
재가 있으며, 침해가 의심되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피의 침해품에 대하여 경고
장을 송부한 경우를 가상사례로서 검토한다.134)
133) 岡本 義則, “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の學習濟みモデルの特許による保護, 特許ニュース(No. 14591)”, 経濟産業
調査會, 2017. 12. 15,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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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청구항별로 나누면, A~F로 분설할 수 있다.
A. 숙박 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숙박 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학습 후 모델에 있어서,
B. 제l의 뉴럴 네트워크와 전기 제l의 뉴럴 네트워크로부터의 출력이 입력되도록 결합
된 제2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C.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가 최소한 1개의 중간층의 뉴런 수가 입력층의 뉴런 수보
다 작거나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 수가 서로 동일한 각 입력층으로의 입력치와 각 입력
층에 대응한 각 출력 층으로부터의 출력 값이 같아지도록 중요도 계수가 학습된 특징
추출용 뉴럴 네트워크 중의 입력층으로 부터 중간층까지로 구성된 것이며,
D. 전기 제2의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도 계수가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도
계수를 변경하지 않고, 학습된 것이며,
E.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층에 입력된 숙박 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하여, 전술한 제1및 제2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전기 학습된 중요도 계수에 따른 연산을 하고, 전기 제2의 뉴럴 네트워
크의 출력층에서 숙박 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것.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구성요건 C, D, E에 대하여 그 충족성 여부가 다투어졌을
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한다.
우선, 구성요건 C는 발명의 자세한 설명의 기재에서 보면 입력층과 출력층의 뉴런
수가 동일한 자기부호화기(autoencoder)를 특징 추출용 신경 회로망으로 이용하고 특
징량을 추출하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그리고 학습 후의 부호화기의 입력층에서 중산층
까지 제l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의 침해품에 대하여 특징 추출용 뉴럴 네트워크 중 입력층으로 부터
중간층까지로 구성된 제1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35)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 부터는 자기 부호화기를 이용하
지 않고, 전층의 학습을 한번에 DL에 의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C는 충족되지
134) 위의 논문, 3면 참조.
135) 岡本 義則, 위의 논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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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대로 자기보호화기(autoencoder)를 이용하여
특징 추출을 하고 있어도 그 후, 전층 뉴럴 네트워크를 규성한 후 추가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 중요도 계수가 갱신되어 버리므로, 구성요소 C의 ‘중요도 계수가 학습된 특
징 추출용 뉴럴 네트워크 중 입력층으로 부터 증간층까지 구성되었다’를 충족하지 않는
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구성요소 D의 경우에는 전층 뉴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층에 대하여
추가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 제1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도 계수도 갱신되므로, “전기
제2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도 계수가, 전기 제1의 뉴럴 네트워크 중요도 계수를 변경하지
않고, 학습된 것이며”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구성요소 E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입력층에는 학습시설의 입
지 정보 등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가 아닌 데이터가 입력되므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
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한다”에 대해서도 (나)호 제품이 숙박시설의 평판의 정성
적인 카테고리로의 분류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나)호 제품이 정성적인 카테고리로의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량화한 갑을 출력한다”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
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1 뉴럴 네트워크에서 충분한 특징 추출이 되어버리면, 제2의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다른 기계학습이나 패턴 인식방법을 이용하여도 성능의 차이가 그다
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각된다. 여기서 제2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다른 기계학습이나
패턴 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특허를 우회한 나호 제품도 출현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2의 뉴럴 네트워크”가 충족(구성요소 B, D, E의 불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비충족론의 반론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에서 (나)호 제품의 구성을 다양
한 수단에 의해 증명하는 것이나 균등론 등도 포함한 재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뉴럴 네트워크의 성질로서 추가학습과 입출력이나 네트워크 구조 등의 설계변경이 용이
하며, 상대방의 다양한 구성요소 비충족 주장의 반론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인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 학습완료 모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가 넓게 보인다고 생각
되는 클레임에 있어서도 (나)호 제품의 학습 과정이 반드시 명백하기 않은 추가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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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중요도 계수가 갱신되어 버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입출력도 변경할 수 있다. 일부를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것으로 치환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등, 뉴럴 네트워크의 성질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행사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클레임 작성의 유의
점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 성질이 추가학습, 입출력 등 구조변
경이 쉽고, 학습 데이터에 따라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침해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4절 기타 보호방안
1. AI 학습완료 모델을 기탁하는 방안

AI 알고리즘과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 반복재현성이 보장되면, 현행 법제도를 통해서
도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해 볼 때 AI
관련 분야에서의 특허권 선점은 미래의 국가 기술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과 다른데, 기존의 기계학습은 경험을 통해 특정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통적인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었지만, 딥
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여 정보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판단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다.136)
이러한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일반 발명에서와 마찬가지의 반복재현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계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을 통한 향상된 소프트웨어로서의 특징에 의해 출원 당시의 프로그램 그 자체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물

136)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A.I.), 완생이 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 보고서, 디지에코, 2016, 5면; 장윤옥,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가져올 변화”, ｢철도저널｣ 제18권 제1호, 한국철도학회,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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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보호법상 보호요건으로서 ‘안정성’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UPOV(식
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협약에서는 신품종보호요건으로 신규성(Novelty), 구
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및 고유한 품종명칭
(Denomination)의 5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바,137) 식물신품종 보호법도 UPOV협
약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16138)). 이중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20). 이는 결국 식물신품종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반복재현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대신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
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모든 번식단
계의 개체가 상기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
하고 있는지에 의해 안정성을 판정하는데,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
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출원품종
의 육성경과 및 균일성 판정의 결과에 의하여 안정성을 판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기
간 동안 조사대상 특성들이 균일한 경우 또는 반복 간에 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139)
AI 관련 발명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복재현성을 획일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AI가 업그레이드되어 기존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특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인정되면 발명으로서 성립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와 학습완료 모델을 기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I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활용되는 미생물 기탁제도140)를
137) 식물품종의 성립요건은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DUS)이나, 식물신품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품종의
구비요건 외에도 신규성과 고유한 품종명칭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138)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139) 강경태, “식물품종보호권의 침해”, 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7.,
105-106면.
140)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미생물 기탁 관련(시행령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시행령
제3조), 미생물 분양 관련(시행령 제4조), 미생물의 수탁번호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2조), 미생물 시료의 분양절차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하나의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시 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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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하여 보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
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
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생물 발명과 같이 AI 보호에서도 반복재현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미생물 기탁제도
와 같은 자료의 등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실시 및
반복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및 알고리즘 자체의 등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 또는 권리범위를 입증하는데도 유용
할 것이다. 학습 데이터 및 학습완료 모델 관련 기탁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기본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와 학습완료 모델’의 기탁과
반복재현성에 관한 기본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된다.

2. 학습데이터 보호방안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학습에 알맞게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발명자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나, 현행 산업재산권법으
로는 학습데이터 및 학습된 AI 발명을 보호할 근거가 부족하며, 학습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습데이터는 빅데이터의 일부이며, 빅테이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습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따라 AI의
성능 및 성패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명분은 충분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수집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앞으
로 가까운 미래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만 갖고 있더라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에는 다른 기관에 기탁하지 않아도 기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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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I를 위한 학습데이터는 미래 기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이다. 학습데이터만을 따로 떼내어 저작권법을 이용한 일명 ‘데이터 등록제’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산업재산권에 기반한 방법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컴퓨터 관련 발명 영역’과 ‘학습데이터’를 포함
하는 ‘학습된 AI’ 발명을 산업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방안

데이터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의 구조나 구조화된 데이터
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 또는 훈련용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라 할 수 있고, 이는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구조를 가진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
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데이터의 구조란 데이터
요소 간의 상호관계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가지는 논리적 구조를 말한다.141) 일본도 마
찬가지이다.142) 그리고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란 데이터 상호간의 상호 관계로 표시되
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143) 우리나라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의
의미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
터 기록 매체’를 정의하면서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라고 하고 있어서
‘구조를 가진 데이터’의 의미는 일본의 심사기준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 특허법 제2조 제4항은 ‘프로그램 등’이라고 하여, 프로그램 그 자체와 더불어,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용으로 제공하는 정보이고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이고,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 프로그램의 정의는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으며, 프로그램의 정의
로서는 법률상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념도 변
화가 예상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141) 앞의 우리나라 심사기준, 9A01면.
142) 앞의 일본 심사기준, 2頁.
143) 위의 일본 심사기준, 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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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는 것’이란 컴퓨터에 대한 직접 지령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으로 부를 수 없으나,
컴퓨터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144)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란 전자화 등의 방법으로 바로 컴퓨터에
의한 처리에 이용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된 정보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등’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특수한 데이터 구조가 채용됨으로서 가능하게 된 처리방법에 의
해 컴퓨터에 의한 처리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특수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와 같이 컴퓨터에 대한 직접 지령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구조에 의해 컴퓨터에 의한 처리내용이 규정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일본
특허청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데이터 구조 내지는 ‘구조
를 가지는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특허법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부분(2.2.4) 데이터 기록 매체의 취급에 대해서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2.2.1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일하
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심사기준을 통해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구조 또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이들이 데이터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데이터 구조의 사례로서,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
리오의 데이터 구조”의 청구항은 아래와 같다.145)

144) 일본 특허청, 平成14年法律改正（平成14年法律第24号）법 해설, <(검색일자: 2018.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pdf/h14_kaisei/h14_kaisei_1.pdf>, 13면 참조.
145) 日本 特許廳 編, 앞의 책, 8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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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1] 데이터 구조 특허의 청구항(일부)
【청구항1】
클라이언트 장치와 서버로 이루어진 음성대화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로
서,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대화 유닛을 식별하는 유닛ID와, 이용자에게 이야기 내용 및 제시정보
를 포함한 메시지와, 前記 응답후보 및 통신 모드 정보에 대응화 되어진 복수의 분기(分岐) 정보로서,
前記 응답후보에 따른 메시지 및 前記 통신 모드 정보에 따른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 다음의 대화
유닛을 제시한 복수의 분기(分岐) 정보를 포함하고, 前記 클라이언트 장치가, (1) 현재의 대화 유닛에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하고, (2) 前記 메시지에 대한 유닛으로 부터의 응답을 취득하고, (3) 前記
이용자로부터의 응답에 기하여 前記 응답후보를 특정함과 동시에, 前記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정되어
진 前記 통신 모드 정보에 기하여 1가지의 분기(分岐) 정보를 선택하고, (5) 해당 선택된 분기(分岐)
정보가 제시한 다음의 대화 유닛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

일본 특허청은 이 사례의 청구항에 관하여 다양한 변동조건과 보정규칙에 기하여 매
출(매상) 실적을 예측한다는,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복수의
기억수단과, 기억수단으로부터의 데이터의 해독·선택 등을 제어하는 수단이라는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는 구체적 수단에 따라서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일본 사례로는 ‘나무 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木構造を有するエリア
管理データ)’를 발명의 명칭으로 하는 발명이 있다. 이 발명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서버와 통신하고, 콘텐츠 데이터가 송신되는 게임기의 애플리케이션 발명에 관한 심사
사례이다. 이 심사사례에서는 청구항 1에 관계한 ‘나무 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데이터’
의 발명은 발명의 해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표1의 사례 15의 청구항 1에 관계한
발명은 데이터를 가지는 구조에 의해 컴퓨터가 수행하는 정보처리가 규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이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가 가지
는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처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발명해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6)

146) 特許・實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屬書B 第1章 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關連發明, 2.1.2 「구조를 가지는 데
이터」 및 「데이터 구조」의 취급,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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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관은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가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 즉 데이터를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한다.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가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
어로 판단되고,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라도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소프트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는 사례 2-8
등을 참조)
발명의 명칭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화상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표시하는 다음 콘텐츠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 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갖춘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이고,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 3】--> 발명에 해당한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갖춘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이고,
콘텐츠 데이터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화상 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의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나타내는 다음 콘텐츠 ID이고, 전기 화상 데이터의 전기 표시부에 의한 표시 후, 전기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다음 콘텐츠 ID와,
이를 포함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구조.
【청구항 4】--> 발명에 해당한다.
표시부, 제어부 및 기억부를 가지는 컴퓨터에 사용되며, 전기 기억부에 기억되는 콘텐츠 데이터
의 데이터 구조이고,
콘텐츠를 식별하는 본체 ID와,
영상 데이터와,
전기 화상 데이터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의 본체 ID를
나타내는 다음 콘텐츠 ID와,
이를 포함하고,
전기 화상 데이터의 전기 효시부에 의한 표시 후, 전기 다음 콘텐츠 ID가 나타내는 본체 ID를
가지는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기제어부가 전기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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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구항 1
청구항 1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본체 ID화상 데이터 및 다음 콘텐츠 ID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용을 정의한 것일 뿐, 인위적인 결정에 그치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 2
청구항 2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본체 ID화상 데이터 및 다음 콘텐츠 ID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용을 정의한 것이다. 청구항 2에서는 또한, 해당 데이터 구조가 표시부 제어부 등을
갖춘 컴퓨터에 이용되는 경우 및 해당 컴퓨터의 기억부에 기억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히 해당 데이터 구조가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컴퓨터에 사용되는 정도의 특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위적인 결정에 그친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3
청구항 3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기 화상 데이터 위 표시부의 표시 후, 전술한 다른 컨텐츠 데이터
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에서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된다는 것의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컨텐츠
데이터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의 표시 후,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 다른 컨텐츠 데이터
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때문에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리고 청구항 3의 기재로부터 화상의 순차적으로 표시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와 하드웨어 자원(컴퓨터가 갖춘 표시부
기억부 등)이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절차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서 해당 데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컴퓨
터(정보 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축이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
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항 3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4
청구항 4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전기 화상 데이터 위 표시부의 표시 후, 전술한 다음 콘텐츠
ID가 나타내는 본체 ID를 갖는 다른 컨텐츠 데이터를 전기 제어부가 전기 기억부에서 취득하는 처리
에 이용된다”는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청구항 3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데이터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
의 표시 후, 다음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를 포함 다른 컨텐츠 데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컴퓨
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러므로 해당 데이터 구조는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리고 청구항 3과 같은 판단에 따른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청구항 4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2) 소프트웨어인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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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포함한다)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2.1.1. 판단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3) 소프트웨어인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에 관해서는 「2.1.1.2 ソフトウエアの觀
点に基づく考え方」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따라, 심사관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요건을
판단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으로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준하
는 데이터 구조)와 하드웨어 자원과 협동한 구체적인 수단 또는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사용 목적에
응한 특유의 정보 자원 또는 가공이 실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예: 컴퓨터가 특수한 정보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생성된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
(설명)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가 특수한 정보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며, 도형·무늬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인 바, 말미에 ‘캐릭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데이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특수한 정보 처리를 실행하기로 생성되는 것이지만 ‘구조를 가진 데이
터’로서 구체적인 ‘구조’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는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가상공간 내의 캐릭터는 정보의 제시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로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
하지 않는다.
예: 이름, 주소, 전화 번호부터 되는 데이터 요소가 한 음반으로 기억, 관리되는 전화번호부의 데이터
구조이며, 컴퓨터가 이름을 키로 전화 번호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
(설명)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서 데이터 구조에 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로 구성된 여러 데이터 요소가
하나의 레코드로서 기억, 관리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각 데이터 요소 간에는 그 이외
에 아무런 관련성도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요소 간의 관련성은 컴퓨터가 이름을 키로
서 전화번호를 검색한다는 하나의 결과를 이끄는 것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화 번호
검색은 데이터 구조에 의해서 규정된 컴퓨터의 처리가 아니다(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컴퓨터 측에
마련된 프로그램이 해당 전화번호 검색이라는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항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컴퓨터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 않아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구조가 포함한 데이터 요소의 내용과 순서를 정의한 것일 뿐, 인위적인 약속에 해당하여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2.4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관한 유의사항
(1 데이터 내용(콘텐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의 취급
청구항에 관한 발명과 공지의 인용발명과의 차이로서 데이터의 내용(콘텐츠)만이 열거되어 있는 경
우에는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조, 기능 등이 이러한 차이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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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만으로 청구항에 관계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은 긍정되지 않는다.(事例3-1(3) (ii)
請求項2に係る發明について參照)。
사례 1: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구조 A에 학생의
성적 관리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A을 가지는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로 하여도, 경주마
의 성적 관리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A를 가진 경주마 성적 관리 시스템’으로 하여도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데이터 구조 A를 처리할 방법은 아무런
변화 없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만,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긍정될 수
없다.
사례 2: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 C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 D를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로도, ‘데이터 구조 B를 가진 음악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로서도 데이터 구조 B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저장하는
구성은 아무런 변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만으로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이 긍정될 수 없다.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는 발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이를 어떻
게 데이터 구조화하여 클레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는 ‘데이터 구조’,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제시
되어 있지 아니하다. 향후 AI 관련 발명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2) 학습용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

AI의 경우 정확한 학습용 데이터셋의 확보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학습용 데이터
셋의 정밀도가 AI으로서의 분석 기타 정밀도에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셋 그 자체에 대한 법적보호는 존재
하지 않는다.147)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이나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147) 東京地中間判平成13年5月25日 判時1774号132頁〔翼システム 事件：中間判決〕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
물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北朝鮮映畫事件의 최고재판소 판결(最判平成23年12月8日 民集65卷9号3275頁〕이 선고된 후, 이 사고방식은 어디
까지 유지되는지 여부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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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 한하여 한정적인 보호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 법적보호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데이터셋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셋의 거래 시 계약에 기하여 권리의무가
규정되는 방법이 취해진다.148) 그렇지만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
는 접근방법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행사는 가능하더라도, 거래대상
인 데이터셋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149)
그래서 현재 사업 활동에 유용한 데이터 셋에 영업비밀유사의 보호를 주는 것을 전제
로 한,150) 행위규제의 방향으로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
분과회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不正競爭防止小委員會)’
에서 검토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자사(自社)내 혹은 특정자 사이에서만 비밀로 관리
하는 데이터 셋에 관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토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셋에 관해서는 영업비밀과 같은 비밀관리성을 엄밀하게 요구하지 않고, 어
느 정도의 기술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하면 족하다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되었다.
나아가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이 2017년 12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
과회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不正競爭防止小委員會)의
검토에 따라,151) 2018년 일본의 통상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
하였고, 통과되었다.
이 법에는 데이터의 부정유통에 대하여 금지 등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서,
악질성이 높은 행위에 의한 데이터의 취득이나 부정하게 취득된 데이터의 사용·제공에
대한 구제조치 예컨대 금지청구,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추정, 신용회복조치를 규정하
였다. 예컨대 ①데이터에 암호, 패스워드 등 기술적인 접근제한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무효화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② 제3자제공금지의 조건부 데이터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자를 배반하여 데이터를 무단 제공하는 행위, ③데이터를 부정취득한 자로부
터 부정이 개재한 것을 알면서 데이터제공을 받은 자가 그것을 사용·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148) 이러한 계약관계에 관하여,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5년(평성27년) 10월자 ‘데이터에관한 거래의 추진을 목적으
로 한 계약 가이드라인’ 및 2017년(평성29년) 5월자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149) 데이터 거래계약에 대한 채권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개이다.
150)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營業秘密の保護·活用に關する小委員會, 「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不正競
爭防止法に關する檢討」 중간정리（2017年5月) 참조.
151) <(검색일자: 2018. 9. 25)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dai11_newberisi_paper/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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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적 보호방안 모색: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점

AI 관련 발명은 심층학습을 통해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되었으나,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수 구성요소가 됨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152)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특
허법에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
다. 결국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153) 여기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특허권 유사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AI 성능에 직결되
고, AI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으므로, ①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② 이를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아도, 공
개되어 공지가 되어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시스템을 차용하면, 데이터 특허출원은 ① 데이터 클레임, ② 데이터
명세서, ③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기탁·공개)를 제출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데이터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만을 하여 출원 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만,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청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 특허의 심사에 있어서
는 진보성은 필요 없고, 예를 들면, ① 신규성, ② 학습가능 요건, ③ 학습 유용성 요건,
④ 기재요건 등을 심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신규성은 클레임 및 출원시에 기탁된 데이터가 종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타인이 작성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출원하면 모인출원이 된다.
152)
小田桐優理,「コンテンツプラットホームにおける機械學習，データセット公開・モデル公開による産學の發
展」, 電子情報通信學會誌 Vol. 100, No. 1, 2017, 25-31頁.
153) 辻井潤一, 産業技術總合硏究所 人工知能硏究センター 硏究センター長,「米國と異なるAI硏究体制目指すデータ
を持つ企業との連携が鍵」，日経コンピュタNo. 911, 2016, 36-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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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가능 요건은 특허에 실시가능 요건에 대응하는 것이며, 데이터를 실제로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탁된 데이터에 누락이 있는 등 학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심사 시에는 특허청에 구비된 복수의 종류의
표준 뉴럴 네트워크 등을 학습에 이용하여 학습가능요건을 판정한다. 표준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출원인이 학습가능요건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특수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도 기탁하면 학습가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학습가능요건은 특허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예컨대, 데이터를 실제로 AI에 학습시킨 경우에 일응의 성능을 충족한 것
이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심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화능력이 부족하여 영상의 오식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인식율이
있으면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시켜 개선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기재요건에 대해서는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의 기재가 권리부여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다만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 보정은 기탁된 AI 학습용 데이
터와 일치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
는 해소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도록 제도설계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데이터 특허심사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데이터 특허 메모를 작성할 수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수집하기 위하여 출원은 AI 학습용 데이터와
데이터 요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후,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변리사에
게 의뢰하는 등을 함으로써 데이터 클레임과 데이터 명세서를 출원 후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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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윤리성 판단

제1절 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의 개념과 범위가 막연하다. 따라서 AI가 인간사회에 가져
올 변화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일정 수준 실현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유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혹은 가까운 기간 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개발
시점에서 윤리적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문제로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견과 차별
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된 AI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
어, 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라 인간이 판단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어서, AI가 탑재된 로봇의 현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로봇이 인간
사회에 확산되는 미래를 상황을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AI 기술 등은 종래 존재하지 않던 법적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현행 특허법
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 이른바 ‘공서양속 위반 발명’에 대해
서는 특허적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154) 새로운 AI 기술들로 인해 야기될 공서양속 관
련 문제의 발생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특정 기술의 보호,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련 산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서양속은 주로 사회통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불확정적이며 가변적인 개념으
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그 개념과 기능
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지능형 로봇 등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AI에 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먼저 검토를 한 후, 공서양속의 일반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특허대상에 대한 공서양속 위반여부
판단으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특허법상 공서양속 위반의 의의 및
심사절차 등을 살펴 현행법 체계로의 지능형 로봇의 공서양속 위반판단의 가능성을 살
피고, 장차 새로운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대한 주안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서양
속 및 관련 개념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주요 사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 새로운
154)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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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법 체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
변·발전하는 발명 형태에 대응되는 새로운 공서양속의 개념 정립 및 위반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AI의 윤리적 문제
1. AI가 인간의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

MIT moral machine(http://moralmachine.mit.edu)에서는 “무인자동차와 같은 AI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수집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상황을 가정하여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떤 판단이 더욱 윤리적인지 선택하게 하는
양자택일의 테스트이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 AI의 결정에 대
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의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위 그림은 해당 웹페이지에 나타난 테스트의 한 예이다.
자동차에 남성 경영자 1명, 산모 1명, 남자아이 1명, 개 1마리가 타고 있고, 보행신호
에 맞춰서 남성 경영자 2명, 산모 1명, 남자아이 1명, 개 1마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그대로 직진시킬 경우 보행자들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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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핸들을 돌리면 탑승자들이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해당 테스트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위에 예시된 경우 이외에도 남성/여성, 남아/
여아, 노인 남성/여성, 비만인 남/여, 경영자 남/여, 의사 남/여, 운동선수 남/여, 산모,
노숙자, 범죄자, 아기, 개/고양이가 등장하여, 성별 뿐 아니라 종(種), 신체적 특징, 사회
경제적인 지위 등에 따라, 돌발 상황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희생시켜야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한다.
13개의 주어진 문제에 답을 끝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결과에서는 본인의 선택에서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 가장 많이 희생시킨 캐릭터, 성별/종/연령/체력/사회적 가치에
대한 선호도 등이, 다른 응답자들의 결과와 비교되어 표시된다.
일종의 사고(思考)실험인 이 테스트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을 ‘윤
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결과로 보여주며, 본인의 선택을 타인들의 선택과 비교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의견
수렴을 확대함으로써 AI가 직면할 수 있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진 편견 혹은 특정 가치관을 데이터화 하는 측면도 있다.
인간이 일으키는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돌발적이고 무작위적이다.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생존자나 희생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서 보행자가 의사
라고 해서 핸들을 꺾거나, 범죄자라고 해서 치어버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위의 테스트 결과에서 노숙자보다 경영자를, 노인보다 아이를, 비만
인보다 운동선수를 살리는 판단이, 많은 사람이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선택하였다고 가
정하자. 그리고 이러한 특정 가치관에 기초한 판단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학습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자. 더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
재된 AI가 더욱 방대한 탑승자 및 보행자 데이터, 예를 들면 재정상태, 지적능력, 건강상
태, 유전정보 등까지도 처리 가능할 경우는 어떠할까?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조건을 가진 인간을 살리고, 보다 덜 가치 있는 인간은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판단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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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저울질하여, 그 중 특정한 요소를 가진 인간을 살리
는 것이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학습한 AI가 일반화 된다면 어떨까?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상황보다 일상적인 상황,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보험 상품의 가입, 응급환자의
치료 등에, 이렇게 학습된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6년 3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챗봇(chatbot) 테이(Tay)가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테이는 신경망 기반의 AI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나가는가에 따라 다른
행동 결과를 가져온다. 테이의 공개 후 백인 우월주의자, 무슬림 혐오자 등이 모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테이에게 차별 발언을 훈련시키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그 제안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후 테이는 차별 발언과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테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155).
AI에 의한 차별은 현존하는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부당한 편견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사회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문제 제기, 관련 케이스의 연구와 개선의 노력이 동반
될 때에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156)
MIT의 사고실험과 테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I를 개발할 때 어떠한 데이
터를 선택하여 학습시키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학습 데이터 자체에 인간에 대한
차별, 혐오,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2. AI가 도출한 결과에 기초하여 인간이 판단할 때의 문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AI를 활용하는 대표적
인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먼저,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엑스레이, MRI, 조직검사와
같은 의료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의사가 사용한 결과, 정확도가 8% 향상 되었고 판독 시간은 최대 40%까
155) 연합뉴스 2016년 3월 25일 「인공지능 세뇌의 위험…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 운영중단」
<(검색일자: 2018. 11.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5/0200000000AKR20160325010
151091.HT>.
156) 허유선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책임 문제 고찰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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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소하였다157). 두 번째로는 진단기록, 검진결과, 유전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
석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암 환자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IBM의 AI 의료시스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세 번째는 심전도, 혈당, 혈압 등의 연속적인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158)
환자의 진단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최신 의학 논문의 임상실험 결과 정보
등을 종합하여 인간보다 빨리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판독과 같이 AI가 인간보다 강점을 가지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개개인의 유전 정보까지 해독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이 유한한 아니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상태, 유전
정보 등 환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환자1의 의료행위를 통한 개선가
능성이 환자2보다 높다고 판단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의료인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하는가? AI가 개선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한 환자1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하
는가? 만일 개선가능성이 낮은 환자2가 즉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경우에
는 어떨까?
AI의 의료분야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로 인간 생
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유전 정보를 통해 기대 수명, 질병 이환(罹患)가능성 등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의료기술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예는 출생전진단을 들
수가 있다. 출생전진단의 목적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며,
임부가 안심하여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신기에 행해지는 초음파검
사, 쿼드검사, 양수검사 등이 모두 출생 전 진단에 속한다. 최근에 개발된 비침습성 출생
전 유전자 검사(Noninvasive prenatal genetic testing)는 임신 10주경의 초기 임신 단
계에서 임부의 채혈만으로 태아의 유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검사는 태아의

157) venture square 2018년 5월 16일 「뷰노,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국내 최초 식약처 인허가 취득」
<(검색일자: 2018. 11. 20) http://www.venturesquare.net/763248>.
158) 매일경제신문 2016년 4월 6일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닥터 알파고`의 세 가지 역할」 <(검색일자: 2018.
11. 23) http://news.mk.co.kr/newsRead.php?no=251204&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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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이나 임부의 반복적인 유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다운증후군
이라는, 생명이 위협받는다기보다는 장애와 연관된 유전적 질병을 가진 태아를 선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인간의 생체정보까지 포함하게 되고 이것이 의료 현장
에서 활용될 경우, 자칫하면 생명의 선별 즉 살릴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의 구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리

지금까지 ①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 ② AI가 탑재된
로봇에 대해서 다루었다. AI 프로그램 개발 시, AI가 학습할 데이터에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AI를 사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론에
따라 행위를 할 때에도 차별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
서, AI 로봇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AI 로봇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며
공존할 미래에, 인간의 로봇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 모인 AI 전문가들은 AI 연구 가이드라인인 ‘아
실로마 AI원칙’159)을 만들었다. 기술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대중
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과 더불어, 학제간 연구
를 통해 기술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59) 아실로마 AI원칙<(검색일자: 2018. 11. 23)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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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AI 관련 발명의 공서양속 위반 문제 검토
1. 공서양속 일반론
1) 공서양속의 개념
(1) 공서양속의 정의
현행법상 ‘공서양속(公序良俗, ordre public and morality)’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는 규정은 없다. 다만 사전적 의미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60) 한편 공서양속에 있어 ‘공서(公序, ordre public)’와 ‘양속
(良俗, morality)’은 강학상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개념은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공서’, 즉 ‘공공의 질서’란 일반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서를 전체 법질서의 체계에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161) 이에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 내지 국법 질서의
기본이념 및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속’, 즉 ‘선량
한 풍속’이란 일반 사회에서 오랜 기간 행하여져 온 관습으로서의 미풍양속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체 사회의 법질서를 대변하는 공서와 달리 일반 윤리 및 도덕관
념을 전체 법질서로 투영하는 창구의 역할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162)

(2) 공서양속 개념의 유래와 발전

공서양속의 개념적 근원은 로마법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공서양속을 ‘공서(ius
publicum)’와 ‘양속(boni mores)’의 두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서란 “사적
인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개인 사이의 합의는 공법에 수정을 가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공법’을 공서에 대한 주된 개념적 근거로서 제시하였다.163)164) 한편 법률
1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61) 이은영,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77면.
162) 위의 논문, 2011, 77면.
163) 이동진, 「공서양속과 계약 당사자 보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3면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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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반하지 않는 계약이더라도 양속에 반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었다.165) 이
에 로마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서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로마법상 공서는 사적합의에 대한 전체 법질서로의 규율이었으며, 양속은 전체 법질서
에 대한 사회윤리의 반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공서양속 개념은 이후 중세를 지배한 카논(canon)법 체계로 계수
되는 한편,166) 근대민법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륙법은 물론 보통법계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그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령,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민법 제103조가 공서양속의 개념을 들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민법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bonnes moeurs ou l'ordre
public)”, 독일과 스위스 민법은 “선량한 풍속(die guten Sitten)” 및 일본민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로 규정하는 반면, 영미법에서는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공의 질
서(public policy)"가 제시되고 있다.167) 한편 각국은 민법 외의 입법에서도 필요에 따
라 공서양속에 대입될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로마법이 주창한 공서와 양속
의 개념은 법체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개별국의 입법체계와 목적은 상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의 입법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3) 공서와 양속의 관계

우리 민법 제103조는 공서양속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규정하여 공서와
양속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선량한 풍속과 공서는 ‘기타’의 관계로 놓여있는 바, 상호층
164) 다만 로마법상 법(ius)과 법률(lex)은 구별되기에 공법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을 지칭한다는 견해에
서 시민법 기본질서를 의미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위의 학위논문, 2011, 48면-49면).
165) 로마법은 계약내용형성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실제 양속위반이 문제된 사안은 일부계약
문제에 국한되었으며(이동진, 앞의 학위논문, 45면), 주로 손해의 산정, 계약조건 및 친족법과 관련된 법해석에 국한
된 것으로 파악된다(TMAYER-MALY, Theo. The Boni More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RHR, 1987, 50: 60.
p.64, "legal texts dealing with boni mores may be limited to certain topics. These are the following: (a) the
definition of injuries as well as of vis and metus; (b)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legal transactions,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certain pacta and condiciones; (c) the analysis of fundamental elements of the family structure,
for instance reverentia towards parentes and patrones, the freedom of marriage or of divorce. The boni mores
are not used in other fields."),
166) 위의 학위논문, 2011, 55면.
167) 송덕수, 「민법총칙(제4판)」, 박영사, 2017,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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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서가 상위개념이며 양속은
그 일부라는 상위개념설, 윤리개념인 양속에 비하여 공서는 공익개념으로서 양자는 병
존 또는 대립하는 것이라는 병존개념설, 및 양자 구별의 실익이 없으며 이를 포괄하여
사회적 타당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비구별설로 대립하고 있다.168) 다만 어떠한 견
해를 취하더라도 공서양속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판례 등에 의해 구체
화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므로, 개별 사례로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 개념의 층위구
분에 앞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해당 규정이 갖는 의의를 분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169)

2)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제한

법률행위의 유효성은 사회적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근대 민법 이후 사유재산권의
존중 및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 왔으나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라도 제한 없이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개별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지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유·무형적 합의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이를 일일이 강행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민법 제103조는 일반규정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공서양속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이를 인식해야 하는가의 여부, 또한
법률행위의 동기에 있어서의 불법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한편
변동하는 개념으로서 공서양속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시와
효력발생시의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삼
고 있다.170)
이러한 위반에 대해 민법은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축적된 판례
등에 따라 크게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어떤 사항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반하게 되는 것, ③ 그

168) 송덕수, 앞의 책, 197면.
169) 특히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지능로봇 등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서양속 기준 마련의 관점에서는 큰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두 개념을 동일한 층위로 간주하여 검토한다.
170)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177

사항 자체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나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④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및 ⑤ 동기가 불법한 것 등으로 분류된
다.171) 이에 관해 판례는 공서양속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화를 언급하는 모든 판결에서
상기 다섯 가지 유형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외의 공서양속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172) 따라서 판례의 입장변경이 없는 한 공서양속 위반에 대한
판단은 상기의 유형에 대입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현행법상 공서양속에 관한 입법

현행법상 공서양속의 개념은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
서’등의 표현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핀 민법 제103조의 일반규정이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공서양속에 어긋날 경우 그 효력
을 부정하고 있다.173) 또한 국제사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에 대하여 공
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174) 한편 지식
재산권법에 있어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특허
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을 규정하고 있다.175) 또한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명칭의 자체
또는 의미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외에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
부하고 있다.176) 그 외 가령 공연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외국공연물의 공연을 제한하
171) 송덕수, 위의 책, 201면.
172) 송덕수, 앞의 책, 201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견 비판도 존재하나, 공서양속 위반의 대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73)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
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 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74) 국제사법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5) 특허법 제32조, 실용신안법 제6조, 디자인보호법 제34조 및 상표법 제34조.
17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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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다수의 입법이 파악된다.177)
한편 공서양속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입법의 취지에서 공서양속
개념이 의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입법도 존재한다. 가령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바,178) 공서양속
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79) 이 외에도 민법 제103조
의 규정이 일반규정임을 감안하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공서양속은 명시적 표현으
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법질서에 녹아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
가 없을 것이며, 다른 규정에 상이한 법문을 통하여 해당 개념이 제시되더라도 대체로

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
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177) 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
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8) 공정거래법 제23조.
179) 정주환, “공서양속의 판단과 적용”,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40면-741면; 홍대
식,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비교사법(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17면-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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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가리키는 개념에 있어서는 민법의 일반적인 공서양속 개념에서 크게 다르지 않
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180)

4) 소결

이상을 살펴본바, 일반론으로서의 공서양속 개념은 주로 법률행위 및 계약책임의 관
점에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지능형 로봇의 활용
에 따르는 책임 등에 주로 시사할 점이 있을 것이다. 한편 발명에 대한 공서양속의 여부
는 특허법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불특허 사유로서 공서양
속 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특허법상 불특허 사유로서 공서양속 위반

1) 특허법 제32조의 의의

특허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
을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32
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별도로 규정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관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
나는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81) 따라서 발명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시키더라도, 공서양속을 위반
하고 있는 발명은 특허법상의 다른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특허법이 산업정책 및 공익상의 견지에서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의 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82)

180) 이은영, 앞의 논문, 76면.
181) 특허법 제32조.
182) 특허청, 「공서양속·공중위생관련 심사·심결 사례집」, 2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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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특허 사유로서 공서양속의 연혁

특허법상의 이러한 공서양속 요건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183) 최초로 제정·시
행된 “1946년 특허법”은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는 물품 또는 방법”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84) 이후 1961년 개정에 있어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185) 1973년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으로 규정되어,186) 종래 질서와 풍기 또는 풍속의 개념에 ‘공공
(公共)’의 개념을 삽입하였다. 해당 규정은 그 후 한동안 유지되어오다, 2014년 개정을
통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
고 있다.187) 당해 개정은 종래 사용되던 ‘문란’의 표현을 ‘어긋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
데, 이는 ‘문란’의 사전적 개념이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럽다’임을 감안하면 ‘어긋
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둘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공서양속’ 그 자체임은 변동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개정에 대한 학설, 판례 및
심사지침 등에서도 의미를 부여할만한 논의의 변동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공서양속 외의 특허법상 불특허 사유들은 수차례의 개정에 따라 삽입되거나 삭
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관한 특허는 국내 식량보급 상황을
고려하여 1961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1990년 개정에서 제외된바 있다. 또한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 물질 또는 물질용도의 발명도 불특허대상이었으나, 미
국과의 통상협상에 따라 삭제되었다. 그러나 공서양속 위반 발명에 대해서는 제정된
이래로 조문의 위치가 변동되거나 표현의 일부 변경이 있었을 뿐, 일관되게 불특허 대상
임을 확고히 규정해온 것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183) 이와 관련해 상표법도 제정 당시부터 공서양속 위반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구 상표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박준석, “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
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조(제59권 제8호, 법조협회), 2010, 168면). 특허법상의 공서양속 규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도입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184) 구 특허법(법률 제238호) 제22조 제2항.
185)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제4조 제1항 제4호.
186) 구 특허법(법률 제2505호) 제4조 제6호.
187) 특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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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1] 특허법상 공서양속 규정의 변천사
법률(개정)

내용

특허법
(1946)

제22조 좌에 기재한 발명고안에 대하여는 특허치 않음
1. 의약 또는 그 조합법
2.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거나 위생을 해하고 공중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방법
3.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
4. 국기 또는 외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을 가진 산업적 물품 또는 미장

특허법
(1961)

제4조(불특허사유) ①다음에 게기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
2. 의약 또는 그 조합법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위생에 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것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예외로 한다.

특허법
(1973)

특허법
(1980)

특허법(1986)

특허법
(1990)
특허법
(1995)
특허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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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2.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4.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5. 물질 자체가 지니는 성질에 따르는 용도의 발명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4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2.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4.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5.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4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2.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
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타법상의 ‘공서양속’ 개념과의 관계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외에 다른 법제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허법상의 공서양속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으로 파악하여 공서와 양속을 병렬적 지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법은 공서양속의 파악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규정하여
공서와 양속의 포섭관계를 달리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표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 특허법의 공서양속 개념은 민법상의 공서양속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견해가 있는 반면,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특허법상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188) 이에 관해 특허권 보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공서양속 조항을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통상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확산되
어 높은 수준의 엄격한 윤리가 아닌 일반적, 보편적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189)

4) 공서양속 위반의 구체적 판단
(1) 판단의 절차와 기준

공서양속 위반의 여부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통해 판단된다. 이에 심사절차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인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지침 및 분야에 따른 심사가이드
등이 판단과정에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심사절차 외에 타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
았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절차에 의해서만 동조의 위반여부
가 결정될 것이다.190)
한편 공서양속 위반에 대한 판단의 시점도 문제된다. 이는 공서양속의 개념이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갖기 때문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사회

188) 특허청, 앞의 사례집, 10면.
189) 이은영, 앞의 논문, 76면.
190) 대법원 1991.11.8. 선고 91후110.

183

통념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191) 또한 파리협약에 따라 특허된 상품 또는 특허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국내법이나 계약 등의 제한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192) 이에 현재 판매가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장차 공서양속의 개념변화로 인하여 향후에 판매 제한의 해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판단의 효과
동조의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93) 또한 누구든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194) 아울러 특허가 등록된 후에라도 특허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195) 한편 공서양속의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출원이 출원 계
속 중이라 하더라도 출원공개가 되지 아니한다.196)

(3) 인정사례

특허법은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축적된 판례
와 심결례 및 심사지침 등에서 예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97)

① 발명의 유용한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이를 사용할 때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백토를 이용한 전자식 음경 동맥 혈류 증진 운동장치”은 원결정에
의해 음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음란도구 또는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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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웅, 「특허법(제1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255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의4.
특허법 제62조.
특허법 제63조의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임병웅, 앞의 책 255면.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심판원은 “음경 해면체의 혈류운동을 촉진하고, 원적외선
을 방사하여 음경 동맥 혈류 장치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음경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발현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여 발명의 유용한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음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 또는 음란도구 및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결과로서 당해 발명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198) 비슷한 사례로 “여성성기 및 그 주변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옥
삽입구조물”에 대해서도 성 보조기구의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서양속
을 해칠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명의 유용성 및 보통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99)

② 발명의 본래 목적이 사회질서 등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서 실제 해하지는
않더라도 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본 유형에 관해서는 강학상 아편흡입기구 및 위조지폐 제조기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심판원은 “인간 체세포로 핵 치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복제 배아 유래 세포가
환자 맞춤형 세포가 되게 하기 위한 난자와 체세표의 매칭방법”에 대해 “불임수술 이외
의 목적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
는 행위이고, 본원 발명은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발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체세포 핵 이식 및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이 생명윤리법에 의해 승인받은 연구 결과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
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판단한 거절결
정에 대하여 “발명의 제조방법이 생명윤리법에 규정된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통한 체세
포 복제 배아의 생성과정을 포함하는 이상 승인(허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등록을 배제하였다.200)

③ 발명의 공개 또는 사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령, 성보조기구와 관련된 발명으로 성욕만을 무익하
게 흥분시키거나 성기 등에 필요 이상의 자극을 주어 성감을 증대시키거나 외설감 주는
198) 심판원 2012.03.20. 심결 2011원9762 (거절결정불복).
199) 심판원 2010.10.21. 심결 2010원1754 (거절결정불복)
200) 심판원 2010.12.06. 심결 2009원8244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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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및 성교 시에 성감을 증대시키는 음란도구 또는 자위기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가령 심판원은 “전후직선운동하는 삽입물을 포함하는 여성 마사지 기구”에 대해 “성욕
을 일으키거나 성기 등에 필요한 이상의 자극을 주어 성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도되
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일반인에
게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인 도의관념을 넘어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
로 판단하였다.201)

④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 자체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에 의해 제조
된 물건이 공서양속에 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례 없음

⑤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목적과 구성으로 보아 누구든지 공서양
속에 위반되게 할 다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을 극히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이 사용될 우려가 다분히 인정되는 경우
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발기부전 치료용 경피투여기구”이 해당할 것이다. 해당
발명은 “성기의 귀두부위에 적용하는 경피투여제형 패치, 포경한 남성 성기의 귀두부위
에 패치를 붙여주는 지지체 및 성기의 기저부위를 압박하는 링으로 구성된 발기부전
치료용 경피투여기구” 및 “2개의 압박링으로 성기의 기저부위를 압박하고 지지체를 이
용하여 경피투여기구인 패취를 포경한 남성 성기의 귀두부위에 적용하여 발기를 유발시
키고, 성교 직전에 한 개의 압박링, 지지체 및 패취기구를 제거한 후, 한 개의 압박 링만
을 착용하고 성교를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기부전 치료용 경피투여기구의 사용방법”의
두 가지 청구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관해 심판원은 발기부전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부자연스럽게 성욕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고, 그 사용상태를 보면 한 개의
보조링(압박링)을 성기의 기저부위에 끼우고 성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링(압박링)
이 상대방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한 보조기구로 오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사용이 공공
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남·오용의 우려가 강한 것“으
로 보아 특허대상에서 배제됨을 밝혔다.202)

201) 심판원 2012.10.23. 심결 2012원6914 (거절결정불복).
202) 심판원 1999.09.16. 심결 1998원3850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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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사례

이 특허는 ‘2모드 진동 장신구’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발명이다.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
청 심사관은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사용 상태나 작용효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성 보조기구에 관련된 것으로 무익하게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성기 등에 필
요 이상의 자극을 주어 성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
가 있는 발명이어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3)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204)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32조의 선량한 풍속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형법, 관세법, 상표법
등 다수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도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
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205)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성기구 등 성 관련 발명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성기구 등 성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헌법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고,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

20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시를 참작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본래의 목적은
2개의 진동 모드를 이용하여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성적인 자극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구성에
있어서 2모드 진동 장신구와 8자형 링, 엠보싱 형태의 돌기, 뾰족돌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신체적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미성년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과 외설감을 줄 염려가 있으며, 성감을
자극하여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2모드 진동 장신구는 무익하게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성기 등에 필요 이상의 자극을 주어 성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도되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
에게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인 도의관념을 넘어서 선량
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심결 이유를 적시하였다.
204) 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4555 판결 [거절결정(특)].
20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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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은 이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
된 법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헌
법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없어
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 제32조를 다른 법령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보다는 성 관련 발명에서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할 것인지의 한계를 정하는 소극적 의미
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성기구 등 성 관련 기술분야
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지료제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약·물
건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위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취지에 반한
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허법 제32조가 도덕적 차원에서 발명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무익하게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무익하게 의 구체적 의미를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2모드 진동 장신구 는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공연한 음란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
운 점,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 발명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단은 특허법 제32조가 도덕적 차원에서 발명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며,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AI 관련 발명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이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불특허사유로서의 공서양속 위반 규정은 특허법 제정 이후
로 꾸준히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절차 및 일부 심결례와
판례 등에서 간접적으로 파악될 뿐 뚜렷한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
진다. 특히 법원에서도 공서양속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 등206) 공서양속 위반의 문제는 현행 특허법 상 다른 쟁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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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현행 특허법상 불특허
사유로서의 공서양속 관련 규정만으로는 AI 관련 발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서양속 위반 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국제규범(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TRIPs 협정은 불특허대상으로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7) 다만 이러한 제외는 자국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은 국제규범
으로서 공서양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정 체결
국들 사이에 공서양속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서양속 외에도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와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회피 등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에 대해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과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등에 대해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08)

2) 미국

미국 특허법은 특허대상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서양속을 규정
하고 있는 일반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 요건 중 유용성(usefulness)의 해석
의 일환으로 사회적 유용성에 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209) 이는 우리나라법의 산업
206)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
207) WTO TRIPs 협정 제27조 제2항.
208) WTO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209) Lowell v. Lewis, 15 F. Cas 1018, 1019 (C.C. Mass. 1817) (No. 8568) "All that the law requires is, that
the invention should not be frivolous or injurious to the well-being, good policy, or sound morals of society.
The word "useful," therefore, is incorporated into the act in contradistinction to mischievous or immoral. For
instance, a new invention to poison people, or to promote debauchery, or to facilitate private assass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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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용가능성과 개념적으로는 일측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210) 구체적인 해석
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유용성 판단에 있어 공서양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주로 ‘유익적 유용성
(beneficial utility)’이다. 이는 발명의 목적이 최소한의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가 또는
유해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이 추구한 목적이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이나
관습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유용성(moral utility) 라고도 한다.211) 다만 판례의 발전에 따라 현재 미국법원
은 유익적 유용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2) 또한 특허심사관은
심사대상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윤리의 전문가가 아
니라는 이유로 공공정책 및 도덕성을 근거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213) 따라서 공서양속 위반에 대한 미국 특허법의 입장은
공서양속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제시하기보다는 특허권자의 권리와 공중의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is not a patentable invention“.
210) 한미 FTA는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을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미 FTA 제18.8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및 동조에 대한 각주19에서 “제18.8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 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로 정의). 이는 TRIPs 협정과 동일한 취지로 여겨질 것이다.
211) 나종갑, “미국 특허법상 유용성(utility)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정보법학(제17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71면.
212) Juicy Whip, Inc. v. Orange Bang, Inc., 185 F.3d 1364, 1367. “the principle that inventions are invalid if
they are principally designed to serve immoral or illegal purposes has not been applied broadly in recent years”.
213) Cynthia M. Ho, “Splicing Morality and Patent Law: Issues Arising from Mixing Mice and Men,” 2 Wash.
U. J. L. & Pol’ 247, 2000, p.283(“Determining morality within the patent office is also problematic since morality
is not within the technical capacity of present patent examiners. Patent examiners are generally scientists or
engineers who have a technical background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They are required to have
such a background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but experience with issues of morality is not typically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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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1) 유럽특허협약상 공서양속의 개념

유럽특허협약은 공개 또는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위반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
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214) 따라서 본 협약에 따라 그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더라도 특허등록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유럽의 사회 및 문명 고유의 문화에 기반하여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성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 환경보호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215)
본 규정에 관해 유럽 특허청 심사지침은 특허등록 배제의 이유를 폭동 또는 공중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반적인 행위에 이르도록
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표적으
로 대인지뢰(anti-personnel mines)와 같은 발명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216) 따라서
동지침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청구항에 폭동 및 무질서 행위선동, 범죄행
위의 선동, 인종, 종교 또는 이와 유사한 차별적 선절 및 외설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217) 또한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으로서 인간복제 방법, 인간 생
식을 위한 유전적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 산업 또는 상업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의 활용
및 인간 또는 동물에게 의학적 실익 없이 고통만을 야기하는 인간 및 동물의 유전적
동일성 변경방법 및 당해 방법으로 얻어지는 동물에 대한 출원도 등록이 거절된다.218)
다만 이 조항의 적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예외적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이다.219) 따라서 특허권의 부여가 일반 대중에게 극도로 혐오스럽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려될 것이다.220) 또한 한편 특정 발명의 이용이 금지
214) EU Patent Convention Article 53(a) "invention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such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215) T 0356/93 (Plant cells) of 21.2.1995.
216)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
217) Guidelines for Examination 7.2.
218) Rule 28, Guidelines for Examination 5.3
219)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 "A fair test to apply is to consider whether it is probable that the public
in general would regard the invention as so abhorrent that the grant of patent rights would be incon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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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회원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발명의 실시가
단순히 일부 또는 전부 회원국의 법률 또는 시행규칙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것만으
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21) 아울러 공격적이고 비공격적인
사용 가능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엄격한 판단이 가해진다.222)
가령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이 도둑에 의해 사용된다면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지겠
지만, 비상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공격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교한 복사가 가능한 복사기를 통해 위조지폐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로서 복사기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223) 그럼에도 공서양속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24) 다만 대상 발명이 미칠 경제효과는 특허배제의 근거로 고려되지 않
으며,225) 상업적 사용 자체의 공서양속을 판단하게 된다.226)
한편 유럽특허협약은 특허 부여배제에 대하여 공서양속 위반 외에도 미생물학적 공정
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품종 및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 생물학적 방법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치료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서 수행되는 진단 방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227)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협약당사국의
개별 공서양속 규정도 이를 병렬하여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사례들 역시
이를 위주로 제시되고 있다.

220)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
221)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1
222)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2
223) G 0001/98 (Transgenic plant/NOVARTIS II) of 20.12.1999 3.3.3. "There is, however, no reason to consider
the copying machine as claimed to be excluded since its improved properties could be used for many
acceptable purposes."
224) Rule 48(1)(a)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not contain (a) statements or other matter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225)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3,; G 0001/98 (Transgenic plant/NOVARTIS II) of 20.12.1999 Reason 3.9.
“The EPO has not been vested with the task of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rant of patents
in specific areas and of restricting the field of patentable subject-matter accordingly.”; T 1213/05 (Breast and
ovarian cancer/UNIVERSITY OF UTAH) of 27.9.2007 53. "EPO has not been vested with the task of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rant of patents in specific areas and restricting the field of patentable
subject-matter accordingly."

226) Guidelines for Examination 4.1.3
227) EU Patent Convention Article 53(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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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규정
가) 영국

영국 특허법상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상업적 이용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단지 영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사용
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간주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228)

나) 프랑스
프랑스 특허법은 발명의 상업적인 이용이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 대상 발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발명의 이용이 단지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만으로는 특허장애가 발생할 수
없다.229)

다) 독일

독일 특허법은 공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발명에 대해
서는 특허를 허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30)231)
228) The Patents Act Section 1(3) "A patent shall not be granted for an invention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morality", Section 1(4)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3) above
exploit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morality on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any
law in force in the United Kingdom or any part of it".
229)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rticle L611-17 “Ne sont pas brevetables les inventions dont l'exploitation
commerciale serait contra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 à l'ordre public ou aux bonnes moeurs,
cette contrariété ne pouvant résulter du seul fait que cette exploitation est interdite par une disposition législative
ou réglementaire(Inventions whose commercial exploitation would be contrary to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to public order or morality are not patentable, this annoyance can not result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230) Patentgesetz §2(1) “Für Erfindungen, deren gewerbliche Verwertung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oder die
guten Sitten verstoßen würde, werden keine Patente erteilt; ein solcher Verstoß kann nicht allein aus der
Tatsache hergeleitet werden, dass die Verwertung durch Gesetz oder Verwaltungsvorschrift verboten ist(No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invention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such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231) 대체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이른바 독일법권에서는 ‘양속’만을 규정하고 ‘공서’는 제외하고, 그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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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례

유럽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서양속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주로 생명공학발명에
대한 문제이다.232) 이는 유럽특허협약 및 규칙에 따라 인간복제, 인간의 생식계열의
유전적 특성변경,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배아이용 및 동물의 유전적 동일성
변경 방법 및 그 방법으로부터 얻어지는 동물 등의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공서양속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233)

(4) 소결

현재까지 파악된바 해외 주요국에서도 지능형 로봇 발명에 대해 공서양속 위반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나 적용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국의 입장에서
도 현행 법체계 안에서 지능형 로봇발명의 공서양속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다소간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상황에 쫓아 공서양속에 대한 나름의 규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미국은 공서양속의 개념을
비전형의 불문법으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적용을 유용성 등 발명이 실제 공중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기준으로 파악하며, 주요 유럽 국가들은 공서양속 규정에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일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법이 추상
화된 일반규정만으로 공서양속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호법익의 구체화 및 형식
적 보완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 또는 형사법적 폭리행위를 규정하는 특징이 있었다(이동진, 전게 박사학위논문 86면). 다만 본 규정에서
양속 외에 공서가 포함된 것은 유럽특허협약 및 TRIPs협정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232)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Breaches of "ordre public" or morality <(검색일자: 2018.10.3.)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caselaw/2016/e/clr_i_b_2.htm>.
233) Rule 28 Exceptions to patentability. “(1) Under Article 53(a),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which, in particular, concern the following: (a) processes for cloning human
beings; (b) processes for modifying the germ line genetic identity of human beings; (c) uses of human embryos
for industrial or commercial purposes; (d) processes for modifying the genetic identity of animals which are
likely to cause them suffering without any substantial medical benefit to man or animal, and also animals
resulting from such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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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34) 이에 심사관은 개별 청구항에 대하여 불특허사
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공서양속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게 된
다.235)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 얻어진 인간 그 자체 및 사람을 잔인하
게 살인하는 것만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의 예로 제시하는
한편, 독약, 폭약,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 및 지폐에 구멍을 내는 장치 등은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236) 또한 단순히 일본법에 의해 실시가 금지
된 것을 이유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237)
이러한 일본 특허법 및 심사지침상의 공서양속 관련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규정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특허청 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238) 다만, 일본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239)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 촉각을 통한 식별능력 향상을 위
해 지폐에 펀치구멍을 뚫는 고안에 대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240)
[그림 Ⅵ-3-1] 지폐에 펀치구멍을 뚫어 촉각을 통한 지폐의 식별능력을 높이는 발명

* 출처: 東京高判 昭和61年 12月 25日（昭和59 年（行ケ）第251 号)
234) 特許法 第三十二条 公の秩序、善良の風俗又は公衆の衛生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発明については、第二十九条の
規定にかかわらず、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235)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III部 第5章 不特許事由(特許法第 32 条) 2. (1) “不特許事由に該当するか否かの判断の
対象となる発明は、請求項に係る発明である。審査官は、特許請求の範囲に二以上の請求項がある場合は、請求項
ごとに、不特許事由に該当するか否かの判断をする。“
236)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III部 第5章 不特許事由(特許法第 32 条) 2. (2).
237)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III部 第5章 不特許事由(特許法第 32 条) 2. (3).
238) 김정희,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38면.
239) 特許庁, 不特許事由（公の秩序、善良の風俗又は公衆の衛生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発明）の審査基準の新設につ
いて, <(검색일자: 2018. 10.2)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new_shinsakijyun02_shiryou/
03.pdf> 참조.
240) 특허청, 「주요국 특허판례 100선」, 2015, 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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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대해 심결에서는 본원고안의 효과입증을 위해 지폐에 펀치구멍을 뚫는 것
은 통화위조 및 행사 등에 관련된 위법행위이고, 통화로서의 지폐양식은 법률로 규정되
어 있음을 들어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또한 선의의 제3자가 본원고안을
모방하는 경우 형법상의 위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점이 명백한 것을 이유로 공서양속
저해에 따라 특허등록을 거절하였다. 다만 판결에 가서는 해당 발명이 장차 국가별로
실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설사 본원고안에 따라 지폐에 구멍을 뚫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41)
이상을 정리하면, 일본 특허법상 불특허사유로서의 공서양속 규정과 심사절차 등은
별다른 변경이 없는 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규정과 심사절차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서양속 자체의 내용과 기준은 양국의
사회분위기와 정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5) 중국

중국 전리법은 불특허대상에 대하여 사회의 공공도덕을 위반한 발명창조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발명창조를 규정하고 있다.242) 여기서 사회의 공공도덕이란 일반적으
로 대중이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것으로서의 윤리를 의미하며, 도덕적 가치 및 행동규범
의 의미는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판단된다.243) 이에 인공성기 또는 치료목적의 대체
물, 인간과 동물의 교배 방법, 인간 생식 세포의 유전적 특성변경, 인간 또는 인간복제물
을 복제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의학적 이득이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의학적 치료에 관한 방법 등은 공중도덕 위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244)
241) 東京高判 昭和61年 12月 25日（昭和59 年（行ケ）第251号). “本願考案が国によって実施される可能性が将来に
おいて全くないとはいい難いし、仮に、本願考案がヒントになって、パンチ孔の穿設していない紙幣に孔を穿つ者
がいるとしても、そのことと本願考案が公序に反するか否かとは全く別問題であ”。다만 이는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부분의 판단이며 종국적으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결에 따른 취소가 인정되었다(そうで
あるとすれば、本願考案は、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考案であつて、かつ、公序に反するものではなく、した
がつて、本願考案をもつて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公序に反するとした本件審決の認定判断は、実用
新案法第三条一項柱書き及び同法第四条の解釈適用を誤つた違法があるものというべく、本件審決は取消しを免れ
ない).
242) 专利法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243)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一章 3.1.2. “社会公德，是指公众普遍认为是正当的、并被接受的伦理道德观念和行为准
则。它的内涵基于一定的文化背景，随着时间的推移和社会的进步不断地发生变化，而且因地域不同而各异。中国专
利法中所称的社会公德限于中国境内。“
244)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一章 3.1.2. “发明创造与社会公德相违背的，不能被授予专利权。例如，带有暴力凶杀或
者淫秽的图片或者照片的外观设计，非医疗目的的人造性器官或者其替代物，人与动物交配的方法，改变人生殖系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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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도덕 외에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발명창조로서는 절도범의 두 눈을 실명
시키는 절도방지 및 그 방법과 같이 인간의 신체에 장애 및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발명을 예시로 들고 있다.245) 또한 발명의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해 심각
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나, 생명에너지 또는 자원의 낭비, 생태계 파괴 및 공중의 건강
에 위해를 초래하는 발명을 공공이익에 반하는 발명의 예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246)
아울러 출원에 있어 문자 또는 도형이 국가의 중대한 정치사건 또는 종교사건 등과 관련
하여 공중의 감정 또는 민족적 감정에 반하거나, 기타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전리권 부여를 배제하고 있다.247)
그러나 중국 특허청 또는 법원에서 공서양속 규정을 이유로 특허적격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248)

제4절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공서양속 위반
판단기준의 모색
1.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공서양속 위반 판단의 필요성

지능형 로봇기술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지능형 로봇발명은 지식재산권으
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서양속 위반 등, 특허법의 제한에 대해
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기준미달의 지능형 로봇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기준을 통과한 발명
들에 대해서는 권리안정성을 담보하여 안정적인 기술효용의 향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传同一性的方法或改变了生殖系遗传同一性的人，克隆的人或克隆人的方法，人胚胎的工业或商业目的的应用，可能
导致动物痛苦而对人或动物的医疗没有实质性益处的改变动物遗传同一性的方法等，上述发明创造违反社会公德不能
被授予专利权。“
245)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一章 3.1.3. 发明创造以致人伤残或损害财物为手段的，如一种使盗窃者双目失明的防盗装
置及方法，不能被授予专利权
246)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一章 3.1.3. “发明创造的实施或使用会严重污染环境、严重浪费能源或资源、破坏生态平
衡、危害公众健康的，不能被授予专利权“
247)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一章 3.1.3. “专利申请的文字或者图案涉及国家重大政治事件或宗教信仰、伤害人民感情
或民族感情或者宣传封建迷信的，不能被授予专利权。”
248) Li, Yahong, ed. Patents and Innovation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Two Systems in One Country
Compa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87("the "morality and ordre public" provision is rarely used
by the Chinese patent authorities or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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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판단기준의 문제점

현행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공서양속의 일반규정은 지능형 로봇발명을 고안하기까지
의 연구·개발단계나 그 사업화에 따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행위들에 대
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 있어서 지능
형 로봇발명에 고유한 공서양속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여타의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 법률행위 유효성 기준의 적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해 특허법상의 공서양속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구체적
위반의 판단은 현행의 심사지침 등에 의할 것이다. 다만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적 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
게 될 것이다. 다만 지능형 로봇발명의 실제 효용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전히 파악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설사
그러한 요소를 모두 예측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변적 개념인 공서양속의 가치는 언제든
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일관되게 규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특허청과 법원 등이 현행법의 추상성과 일반성으로 인해 이를 특허거절이유
로 하는 것을 꺼려온 결과, 동조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특허의 허부를 판결한 예가
드문 이른바 ‘특허법 제32조의 사문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249)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특허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원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현행법상 공서양속 판단의 기준만으로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입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 및 도입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3. 새로운 판단기준 도입의 검토 방향
1) 불특허대상의 구체화

현행법상 불특허대상은 공서양속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나치게
249) 김정희, 앞의 학위 논문, 2018,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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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일반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법 및 특허법상의 일반규
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특허법상의 공서양속 개념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인 심사지침 및 심사실무가이드에 대한 제·개정만으로도 적잖은 성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능형 로봇발명의 실체를 아직 예측할 수는 없으
므로 불특허대상으로서의 발명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위협에 대비하여 불특허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후술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편익의 고려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불특허 사유는 후진국일수록 넓게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편익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
익의 비교는 비단 후진국 뿐 아니라 다른 일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특정 발명에 특허를 부여했을 때의 사회적 이익과 그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비교하여
그 위험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발명에 따른 편익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는 추상적,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공서양속이 아닌, 실제 사회에 유
용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일견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능형
로봇 발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기능의 단계와 내용의 파급에 따라 대별하여 편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보조적 판단기준의 정비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기준의 정비와 함께 관련된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도 정비되
어야 한다. 가령, 지능형 로봇을 구동함에 있어 필수적인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정 기준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보조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관련 보조적 규정들의
유기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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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기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능형 로봇발명의 효용과 파급은 종래 존재하던 여타의 발명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
므로 이에 적용될 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여 살펴본다. 예컨대 사고에 대응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
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발명을 공서양속에 따라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상기 제시한 주안점에 따라 도입된 기준을 가정할 때, 구체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자율주행 로봇의 발명은 보호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해당 발명이 내리는 판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보
다 크다면 해당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편익분석을 통해 윤리적 선택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간에게도 동일한 윤리적 문제일
것이며, 만약 유의미한 사회적 편익을 도출할만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판단할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발명이라면 객관적으로 인간에 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 또한 해당 발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설사 개별 사건에서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선택을 결정한 발명
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성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특허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
며, 사회적 편익관점에서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혹은 빅데이터 활용능력 및 소프트웨
어 구동능력 등의 한계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적은 발명이라면 역시 불특허사
유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판단기준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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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AI
관련 발명이란, 학습, 추리, 추론 및 결정과 같이 인간이 지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
내는 방법 또는 시스템 장치를 포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AI 프로그램, 학습용 데이터, 학습완료 모델(학습결과)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현재 AI 관련 발명을 정의한 입법례나 실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
특허청은 심사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AI과 ML 추가 구성하여 AI 관련
발명을 인식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과 AI 관련발명은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AI 관련 발명은 특정한 작업을 위한 명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응답
으로 시스템의 어떠한 내부 상태가 구성되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
의 관여 없이 프로그램 스스로 만든 학습모델이나 학습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관련 발명의 영역을 인정하고,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출원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
였다.
또한 IP5 국가의 AI 관련 발명의 출원 및 등록 동향을 파악한 결과, 학습 및 추론
관련 발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학습알고리즘, 학습데이터, 학습모델 관련
발명의 증가를 의미하였다. 이 점은 향후 발명의 성립성, 반복재현성, 학습데이터 보호,
권리행사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되었다. 그러므
로 AI 관련 발명의 권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명세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제시 등 AI
관련 발명의 출원제도 및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았다.
여기에 AI 분야 유효특허(12,929개) 중, ‘로봇’ 및 ‘학습’ 관련 발명(17개)에 대하여
실제 내용 및 심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AI구조를 포한하는 발명의 경우 출원과 심사가
컴퓨터프로그램 심사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명세서에 AI 구조
및 학습데이터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있지 않았고, AI 관련 발명을 프로그램
발명의 한 종류로 보고 AI 구조와 노드 값(학습결과값) 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원과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학습데이터 및 학습을 이용한 발명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발명들의 보호가치 및 보호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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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발명의 보호 형향을 살펴보면, 아직, 주요국 모두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실무였다.
한국과 일본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개념(전체로서 파악)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발명의 성립성 인정 완화하는 입장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무시하고 발명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본질이 보호의 적격성이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발명의 성립성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입장이었다.
현행법상으로 AI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인 AI 프로그램, 학습데이터 구조, 학습완료
모델은 일정부분 특허법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학습데이터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아니므로 특허법으로 보호가 불가하였다. 그러나 AI
관련 발명에 있어서 증류모델이나 파생모델의 경우 데이터의 변경에 따라 파라미터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고, AI 학습모델 자체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어 새로운 발명으로
여겨질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AI 관련발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보호 상의 문제점이 도출되
었다.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이 부재(발명의 성립성 등 판단기준)하다.
둘째 AI 관련 발명의 침해 및 입증책임의 문제(파생모델, 증류모델)가 발생한다. 셋째
데이터 보호의 문제이다. ‘학습 데이터’ 또는 ‘구조화된 데이터 셋(structured data set)’의
차이에 의해 발명의 본질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AI 관련 발명의 보호방안을 제시
하였다.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시 명세서 작성방안(안),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안), 기타 AI 관련 발명의 보호방안으로서 AI 학습완료 모델의 기탁·등록제도, 학습데
이터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I 관련 발명의 증가
에 따른 윤리적 문제, 특히 특허법상 공서양속 위반규정에 대해서도 향후 특허법상의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AI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과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AI 관련 발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출원인은 물론
권리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글로벌 특허출원과 권리행사에도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
는 길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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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지능형 로봇 특허의 명세서 분석

■ 사례 1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310185856

2013.05.17

G05B 17/02, G05D 17/02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3279039

2013.09.04

중국

발명의 명칭

요약

- 기계 인간 신경 네트워크식 디자인모멘트 콘트롤러 훈련 플랫폼 및 훈련
방법
- 로봇의 위치 실체값과 속도 실제값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자가
적응식 인공신경망 제어기 포함

- 본 발명은 제어기에 인공신경망의 자가 적응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적응기능을 본 발명의 공보를 참고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기술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이 공보로부터 힌트를 얻어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을 가능하지
만 본 발명에 개시된 발명을 동일하게 실시하기에는 본 발명에 사용된 인공
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노드값 등의 제시가 없음

- 적응제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을 뿐 적응제어기
의 구성이 청구범위 자체의 기재로부터 불명확함
청구범위 기재분석

- 청구범위에 적응제어기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입력변수들과 출력변수들
을 기재하여야 적응 제어기가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 적응제어기의 구조와 노드값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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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510189962

2015.04.21

G06N 3/08, G10L 15/30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4809503

2015.07.29

중국

발명의 명칭

- 신경망 딥러닝에 근거하는 심리 고문 로봇시스템

요약

- 심리학 전문가 지식베이스에 근거하여 신경망 딥 러닝으로 구현된 심리
고문 로봇시스템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음성시스템, 신경망딥러닝 시스템, 심리전문가 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식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 클라우드 서비스 조합으로 장치가 구성되는 것으
로 기재되고 있고,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인공지능에 관한 그 이상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어, 인공지능 제어기로
특별한 제어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발명

음성 시스템과 신경망 딥 러닝 시스템과 심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범위에 그 이상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습
청구범위 기재분석

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신경망 딥러닝 시스템의 기재만 있을 뿐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신경망 딥 러닝 시스템의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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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항목
출원번호
201510766653

내용
출원일

IPC

2015.11.11

G06F 11/07, G06N 3/04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5446821

2016.03.30

중국

발명의 명칭

- 개선된 신경망에 근거한 지능형 수중로봇 추진기 고장진단 방법
- 개선된 신경망에 근거한 지능형 수중로봇 추진기 고장진단 방법을 개시하

요약

고 있다. 수중로봇 추진가의 제어를 인공신경망에 근거한 수중로봇 모형과
실제추진기에 전송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분석에 의하여 추진기의
고장을 분석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의 설명적 기재와
패키지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와 연결하여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음
-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노드 값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발명
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 및
입출력 데이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공신경망 제어기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임

- 독립항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전체구성과 전체구성에 포함된 인공신경
망의 입력, 출력 및 은닉층의 개수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청구범위 기재분석

최종학습된 노드 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공신
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입출력 값을 제시하고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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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항목
출

원

내용
번

호

CN2016-10343978.7

공개번호
CN106027300 A

출원일 2016.05.23.

공개일 2016.10.12.

IPC
H04L

출원국
중국

발명의 명칭

- 신경망의 지능 로봇트 파라미터 최적화 시스템, 방법 및 용도

요약

- 신경망의 지능 로봇 파라미터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용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석

-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 최적화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직접
적인 인공신경망의 이용과는 관련이 없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공신경망을
로봇에 구현하는 것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범위에는 신경망을 이용하는 지능 로보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클
라우드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음
청구범위 기재분석

- 직접적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
와 로봇을 연결하여 인공신경망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
범위의 기재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진보성을 판단을 별개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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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항목
출

원

내용
번

호

CN201710605336.4
공개번호
CN107688856 A
발명의 명칭

요약

출원일 2017.07.24.

공개일 2018.02.13.

IPC
G06N
출원국
중국

- 딥러닝에 의한 실내 로봇의 주변환경 식별 방법
- 딥러닝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주변의 거리측정 정보를 이용하여 주면 윤곽선
맵을 이용하여 현장 식별 정확율을 높이는 것임

- 로봇의 구성과 센서의 부착 위치, 데이터 수집 위치와 방법을 기재하고 있고,
딥러닝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석

- 입력, 은닉 및 출력층으로 구성하고, 입력, 은닉 및 출력 층의 개수를 제시하
고 있으며, 학습 완료된 모듈의 노드 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딥러닝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범위 제1항은 학습 완료된 로봇을 이용한 로봇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로봇에 구현된 인공신경망의 구성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
재되지 아니함
청구범위 기재분석

- 학습 완료된 로봇에 대한 로봇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되지 아니함
- 청구항 제1항을 인용하는 제2항은 청구범위에 학습단계와 학습 완료된 로봇
의 구성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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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6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610343978

2016.05.23

H04L 12/24, G06N 3/04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6027300

2016.10.12

중국

발명의 명칭

- 지능형 환경 적재 로봇 식별 층의 신경망 혼합계산

요약

- 기상데이터를 고도별로 측정하여 이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고공작업, 무인항공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단계별 신경망 집단 혼합 계산
방법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고,

인공신경망을

BP(역전파

학습),

ELMAN(ELMAN 신경망) 또는 ANFIS(퍼지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과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과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인공신경망의

분석

구조나 설계 인자 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인공신경망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
니하였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본 발명의 인공신경망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범위에는 신경망을 이용하는 지능 로보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클
라우드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음
청구범위 기재분석

- 직접적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서
버와 로봇을 연결하여 인공신경망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의 기재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진보성을 판단을 별개의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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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710605336

2017.07.24

G06N 3/08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7688856

2018.02.13

중국

발명의 명칭

- 딥러닝 신경망 훈련방법 플라이 수 조정장치 및 로봇 시스템
- 딥러닝 신경망 훈련방법으로 입력층, 은닉층, 분류기 및 출력층을 포함한

요약

인공신경망의 훈련방법에 관한 것으로 훈련과정에서 훈련결과 정보에 근거
하여 숨김 레이어 플라이 수의 조정을 하여 훈련 성공률을 높임

- 본 발명은 딥러닝과 같은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훈련입력데이터의 획득, 플라이수 조정장치, 훈련 결
과 정보가 설정 값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학습방법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
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 본 발명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만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하는데 어려
움이 없어 보이지만, 본 발명의 내용에서 개량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발명의
실시에 관하여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가 없어 본 발명의 특징
부 구성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을 기존의 딥러닝 학습방법
에 적용한 실질적인 예가 없는 것이어서, 본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충분히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딥러닝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인공신경망의 훈련결과가 설정 조건에
청구범위 기재분석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딥러닝 훈련을 성공하기위한 훈련결과 정보를 이용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딥러닝 인공신경망에 적용하는 학습방법
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항이 청구범위 자체로써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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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710631220

2017.07.28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7392317

2017.11.24

중국

발명의 명칭

- 입력의 최소화를 위한 딥러닝 신경망 방식, 장치 및 로봇 시스템

G06N 3/08 , G06N 3/00

- 본 발명은 딥러닝의 입력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딥러닝 학습
방법에 관한 것임
요약

- 전체 입력변수를 이용한 딥러닝과, 삭제가능한 입력변수를 제거한 제2 딥러
닝 모델, 제2 딥러닝 모델에서 삭제 가능한 입력변수를 더 삭제한 제3 딥러닝
모델을 구하는 발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딥러닝 입력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
법을 제공하는 딥러닝 학습방법을 개시
- 전체 입력변수를 이용한 딥러닝과, 삭제가능한 입력변수를 제거한 제2 딥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석

닝 모델, 제2 딥러닝 모델에서 삭제 가능한 입력변수를 더 삭제한 제3 딥러닝
모델을 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딥러닝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예를 제시하
고 있지 아니하여, 본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충분히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
함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 입력변수를 이용한 딥러닝과, 삭제 가능한
입력변수를 제거한 제2 딥러닝 모델, 제2 딥러닝 모델에서 삭제 가능한 입력변
청구범위 기재분석

수를 더 삭제한 제3 딥러닝 모델을 구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딥러닝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 딥러닝의 구조의 제시 없이도 청구범위가 명확하
고 간결하다고 할 수 있음

212

■ 사례 9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201711330260

2017.12.13

IPC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8171329

2018.06.15

중국

발명의 명칭

복수개의 로봇 강화 학습을 이용한 로봇 협동 시스템 및 방법

G06N 3/08

본 발명은 복수개의 로봇이 협동하여 위험 물체를 검색하고, 검색됨 한도값
요약

을 비교하여, 한도 값보다 물체의 크기가 크면 주변의 다른 로봇과 협동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 본 발명은 제1 및 제2 로봇을 이용하는 것과 그 이상의 로봇이 연결되는
경우 제1 로봇이 대상물체를 확인하고 접근하면, 제2 로봇은 제1로봇에 접
근하면서 물체를 탐색하여 제1 로봇에서 탐색한 물체를 발견하면 발견한
물체 쪽으로 이동하여 협동하는 로봇제어방법을 기재하고 있음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학습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학습의 대상
이 되는 것이 인공신경망 인지 프로그램의 동작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전체 발명의 동작을 기능적 방법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
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기재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저러한
경우는 저렇게 동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또는 저러한 경우
를 판단하는 장치 구성과 장치구성으로부터 이러한 또는 저러한 경우를 판
단하는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본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실시 가능한지 의문시 됨

-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제1 및 제2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 제1 로봇이
대상물체를 확인하고 접근하면, 제2 로봇은 제1로봇에 접근하면서 물체를
탐색하여 제1 로봇에서 탐색한 물체를 발견하면 발견한 물체 쪽으로 이동하
청구범위 기재분석

여 협동하는 로봇제어방법을 청구하고 있음
- 그러나 어떠한 구성 등에 의하여 제1 로봇이 대상물체를 확인하고 접근하
는지 등의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이 아니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적 외연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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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0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201711331068

2017.12.13

IPC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8334935

2018.07.27

중국

발명의 명칭

- 그래프의 딥 러닝 신경망 구성 방법 및 로봇시스템

G06N 3/04, G06N 3/08

- 본 발명은 그래프에 근거하는 딥 러닝 신경망 구성 방법 및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요약

- 초기 딥러닝 학습 신경망의 모든 입력 노드에 대응되는 입력변수 사이의 연결
관계 그래프가 획득된다. 입력노드와 은닉 노드와의 매칭 관계가 확정되며, 상
기 매칭관계에 근거하여 각각의 은닉 노드 사이의 관계를 확정한다. 이러한
단계에 의하여 타겟 심도 학습 신경망이 획득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래프 생성 모듈, 매칭모듈, 획득부, 룩업장치,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석

이용하여 각 입력 노드와 은닉층의 매칭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
다.
- 이러한 방법을 딥러닝 소스코드와 함께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상
기 기술을 이용하기 쉽도록 설명까지 기재되어 있음

- 딥러닝 신경망 구성방법이 다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회득 초기의 딥러닝의 모든 입력노드에 대응하는 입력변수 사이의 연결관계
그래프를 획득하고, 각 입력 노드와 은닉층의 매칭관계를 확정함
청구범위 기재분석

- 상기 매칭 관계에 근거하여 각 숨김레이어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정하는 타겟
딥러닝학습 신경망을 획득
- 본 발명은 딥러닝의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에 딥러닝
의 구조 등의 기재가 없어도 청구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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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1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201711416891

2017.12.25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2018.04.27

중국

107967513
발명의 명칭

IPC
G06N 3/00

- 컨볼루션 신경망에 근거하는 로봇 비젼 포지셔닝 방법

- 천장에 3개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문형 표지를 배치하고, 카메라의 촬영에
요약

문형 표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딥러닝 컨볼루션 학습자
료로 훈련하여 기존의 비젼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각각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학습에 사용한 컨벌루셔날 뉴럴네트워크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딥러닝 코딩이나, CNN의 구조 등의 기재를 찾아볼 수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없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컨볼루셔날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본

석

발명을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또 한편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확인하기 어려움

- 이미지 수집 및 표본자료 생성, 알고리즘 훈련 시험을 포함하고, 천장에
3개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문형 표지를 배치하고, 카메라의 촬영에 문형 표
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딥러닝 컨볼루션 학습자료로
훈련한 로봇 비션 포지셔닝 방법을 청구하고 있음
청구범위 기재분석

- 그러나 청구범위에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의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찾아보아도 컨볼류셔널 뉴럴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천장에 구비되는 3개의 직선으로부터 계산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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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2

항목
출원번호
201810268775

내용
출원일
2018.03.29

IPC
G06N 3/04, G06T 7/70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8510062

2018.09.07

중국

발명의 명칭

- 캐스케이드 컨볼루션 신경망에 근거한 로봇의 불규칙한 물체의 자세 신속
검출방법

- 본 발명은 캐스케이드 컨볼루션 신경망에 근거하는 로봇의 불규칙한 물체
요약

의 신속 검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치구축 단계 및 불규칙물체 자세를 캡쳐
하는 검사 속도 가속화 등을 통한 검출방법을 제공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의 획득방법과 이미
지에 관한 기재가 제시되어 있고, 뉴럴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하여 기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있으나, 학습완료된 모델의 형태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뉴런의 개수를 4096개로 제시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시 없이 본 발명의 4096개의 뉴런을 학
습에 의하여 최소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
시됨

- 캐스케이드 컨볼루션 신경망에 근거하는 불규칙한 물체의 신속 자세 검출
로봇에서, 위치구축단계, 1단계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기초한 포지셔닝
캡쳐, 2간계로 새로운 구조의 각도 모형을 통한 정확한 캡쳐와 컨볼루션
청구범위 기재분석

네트워크의 학습을 통한 신속한 캡쳐방법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청구범위에는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으
로 기재하고 있을 뿐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의 구조와 같이 그 구성적 외형
을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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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3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610205997

2016.03.31

G06F 15/18, G06N 99/00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7291654

2017.10.24

중국

발명의 명칭

- 로봇의 인공지능 결정 시스템 및 그 방법
- 본 발명은 로봇의 인공지능 결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분산

요약

식 학습방법을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에선느 단시간의 학습을 제공하고, 오
프라인 학습에서는 장기적 구간에서의 학습을 제공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로봇의 인공지능 결정 시스템이 분
산식 학습방법을 제공하며, 이러한 학습 방법을 컨볼루셔널 뉴럴네트워크
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며, 온라인 학습에선 단시간의 학습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장기적 구간에서의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상기 분산식학습시스템의 입력데이터에 따라 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하고, 상기 인지 데이터베이스의 기분에 근거한 감정모듈 및 개성모듈에

석

근거한 동작행위의 개성화 발현을 결정하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으나, 상기
컨볼류셔널 뉴럴네트워크에 관하여 학습 입력데이터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
을 뿐 컨볼루셔널 뉴럴네트워크의 구조나 형태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어서, 본 발명의 학습에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입력데이터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시없이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또한, 한편으로는 본 발명에서 제시한 학습 입력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네트워크를 발명자가 발명했는지도 의심스러움

- 로봇의 인공지능 결정 시스템은 분산식 학습방법을 제공- 온라인 학습에
선 단시간의 학습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장기적 구간에서의 학
청구범위 기재분석

습을 제공하며, 상기 분산식 학습시스템의 입력데이터에 따라 인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상기 인지 데이터베이스의 기분에 근거한 감정모듈 및
개성모듈에 근거한 동작행위의 개성화 발현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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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4

항목

내용

출원번호

출원일

IPC

201611143890

2016.12.13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6776557

2017.05.31

중국

발명의 명칭

사용자의 정서를 식별하는 감정 로봇 장치 및 그 식별 방법

G06F 17/27

본 발명은 지능형 인식 기술 분야에서 사용자의 정서를 식별하는 장치에 관한
요약

것이다. 사용자의 입력 구문과 사용자 정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정서상태 식
별모델이 사용자의 정서상태를 획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습득된 정도를 다
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사용자의 정서상태 정확도를 높임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사용자 입력의 구문 추출 구문 정보에 근거한 구문
추출방법과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정서
상태를 획득하기위한 정서상태 식별모델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상기 정서상태 식별모델에 관해서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

분석

재하고 있을뿐 딥러닝의 구조나 학습방법 등 정서상태 식별모델을 정의할 수
있는 기재가 없음
- 따라서 본 발명의 일부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정 로봇장치는 정서를 식별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입력 구문
과 사용자 정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정서상태 식별모델이 사용자의 정서상태
를 획득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음
청구범위 기재분석

-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사용자의 입력 구문에 근거한 정서상태 식별모델의
구성적 외연이 불명확하며, 사용자의 정서상태 획득의 결과 역시 불명확함
-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도 정서상태 식별모델이 딥러닝에
의하여 학습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정서상태 식별모델이
라는 기재만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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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5

항목
출원번호
201611198544

내용
출원일
2016.12.22

IPC
G06F 3/01, A61B 5/16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6774906

2017.05.31

중국

발명의 명칭

- 사용자의 기분에 기초한 인터렉티브 재활로봇
- 본 발명은 기분 식별에 근거하는 인터렉디브 재활로봇을 제공
- 제1단계는 힘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는 단계, 훈련대상을 중풍환자를

요약

대상으로 하여 근전도 신호에 근거하여 역전파 학습방법을 사용하며, 제3
단계에서는 사용사의 기분에 근거한 상호작용제어를 하여 훈련 난이도를
조절하고 환자의 만족 난이도를 제공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환자의 근저도 신호로부터 주파수 분석 또는 통계
분석을 통하여 특징부 벡터를 찾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10개의 학습데이
터와 4개의 검증데이터를 사용한 학습과 검증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역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파 학습 구조에 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본 발명의 특징부 벡터는 매우 단순한 제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학습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역전파 학습방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제시된 학습 입
력만으로도 학습된 제어기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분에 근거하여 식별하는 재활로봇 인터랙티브 컨드롤 방법에 있어서,
제1단계는 실제 훈련에 의거하여 가상 훈련을 디자인 하는 단계, 환자의
근전도 신호를 취득하는 2단계, 주파수 분석 또는 통계 분석을 통하여 반응
목표 정서 변화의 특징 값을 찾는 특징벡터 선택하는 3단계, EMGBP 모형
개발 단계는 상기 특징 벡터에 근거하여 역전파학습방법에 의하여 환자의
청구범위 기재분석

목표 기분 단계를 식별하게 함
- 인간 기계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제어하는 제5단계에 의하여 환자에 가장
적합한 회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청구항에 기재된 EMGBP 모델에 관하여 역전파 학습과 특징벡터를 사용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청구범위에 인공신경망
모델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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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
항목

내용
IPC

출원번호

출원일

201710083874

2017.02.16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106844750

2017.06.13

중국

발명의 명칭

G06F 17/30, G06F 17/27, G06Q
50/10

고객의 감정에 근거하여 위로하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방법
- 본 발명은 고객 서비스 로봇의 사용자 감정에 근거하여 위로하는 인간-기계

요약

상호작용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방법에 관한 발명임
- 감정분류 모형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정서상태를 식별한다. 식별된 감정은
정서상태 위로모형 및 전략에 근거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임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1단계로 감정분류 모형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감정 위
로 등급을 분류하고, 3단계로 감정위로 모형을 구축하고, 4단계는 감정 태깅
데이터 및 감정 위로 모형에 대해 훈련을 하는 과정이 기재되어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석

- 상기 감정분류 모형에 관해서는 인공 태깅 데이터에 근거하는 기계학습으로
5단계로 분류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고, 감정 태깅 데이터 및 감정 위로 모형
의 훈련에 관해서는 리커런트 뉴럴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공신경망 구조의 제시나 학습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
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시행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고객서비스 로봇은 고객의 감정에 근거하여 위로하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방법은 1단계로 감정분류 모형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감정 위로 등급을 분류한
다. 3단계는 감정위로 모형을 구축하고, 4단계는 감정 태깅 데이터 및 감정
청구범위 기재분석

위로 모형에 대해 훈련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상기 청구범위의 기재 중 감정분류 모형, 감정 위로 모형 등의 구성은 단지
그 구성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범위 자체로써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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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7
항목

내용
IPC

출원번호

출원일

1020170074432

2017.06.13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G06Q 30/02, B25J 11/00
B25J 9/16, G06K 9/00
G06N 3/04, G06N 3/08

공개일

G10L 17/00
출원국

2018.05.03

한국

- 컨시지어 로봇
- 본 발명은 컨시지어 로봇 및 그를 이용한 서비스 방법이 제공됨
- 인공 지능형 컨시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지어 로봇 시스템은 외부
영상 및 외부 음성을 입력받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음성으로 출

요약

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와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학습 데
이터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
입력장치에서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외부 음성
인식에 대한 응답을 음성으로 출력하며,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추천 데이터를 생성함
- 본 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본 적인 컨시지어 로봇을 구성하는
구성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여, 감정인식부, 사용자 인식부, 자연언어 인식
부, 컨시지어 처리부 등에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 또는 역전파 학습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인공신경망(뉴럴네트워크)에 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한 구조와 학습 방법 및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구조와 형태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이 막연히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
- 따라서 상기 학습에 의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발명의 구성들은 그 구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며, 발명자가 실제로 상기 구성을 완성하였는지도 발명
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도 의심스러움
- 한편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충
분히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디스플레이, 입출력포트, 주문 결제 포스장치,
발광부, 작동부재, 액추에이터 구동부, 근거리 통신장치,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세서,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

청구범위 기재분석

하고, 감정에 따른 그래픽 데이터 또는 이모티콘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
하고, 웹스크래핑을 통하여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음성을 출력하고, 상기 포
스 데이터와 감정데이터 및 개인데이터를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사용자 추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컨시지어 로봇의
구성을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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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8

항목

내용
IPC

출원번호

출원일

13829919

2013.03.14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국

20140019392

2014.01.16

미국

발명의 명칭

- 지능형 모듈형 로봇 장치 및 방법

G06N 3/04, G06N 3/08
G06N 3/02, G06N 3/00

- 학습 가능한 인공지능 모듈 확장형 로봇 장치를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
- 사용자가 로봇의 아키텍처, 성능 세트를 완전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모듈
요약

형 로봇 시스템이 일 실시예로 제공됨
- 사용자는 각각의 기능이 필요 / 불필요함에 따라 모듈을 추가 /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공 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동물을 훈련하
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로봇 장치를 학습시키도록 할 수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재 분석

본 발명은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 모듈을 구비하여 높고,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
중에 사용자가 설계한 모듈러 로봇에 적합한 인공신경망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을 개시하고 있음
- 인공신경망을 컴퓨터화한 장치에서, 로봇에 구비된 인공신경망 컴퓨터 장치
와 복수개의 네트워크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장치와 상기 저장장치와 통신을
하는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복수개의 네트워크 이미지 중의 하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
성을 기재하고 있음. 상기 네트워크 이미지는 인공신경망인 것을 특징으로 함

청구범위 기재분석

- 상기 구성 중 뉴럴네트워크 파일을 이용하는 모듈러 로봇으로 기재하고 있으
나, 뉴럴네트워크가 뉴런을 모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뉴럴네트워
크기 외형과 기능 등이 청구범위 자체의 기재로부터 불명확하지만, 상기 뉴럴네
트워크의 기능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 또한 없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뉴런을
모사한 인공신경망을 기재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는 불명확한 기재가 없고, 다만, 뉴런을 모사한 인공
신경망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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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9
항목

내용

출원번호
14532353
공개번호
20150151196

출원일
2014.11.04
공개일
2015.06.04

발명의 명칭

- 터치 인터랙티브 인공신경망 로봇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분
석

IPC
A63F 9/24
출원국
중국

- 본 발명의 터치 인터랙티브 인공신경망 로봇은 만곡 형 외부 하우징과,
외부 하우징 상에 제공되는 다수의 터치 센서를 포함하며, 로봇은 터치 센서
로 감지 된 사용자의 터치를 학습된 인공신경망에서 해석하도록 구성됨
- 본 발명은 인간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공 터치 시스템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로봇이 사용자의 터치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센서가 제공되는 볼록한 외부 표면을 포함함
- 터치가 감지되면 터치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상기 평가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회로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실시 예에서, 로봇은 하나 이
상의 오디오 피드백, 시각 피드백, 촉감 또는 진동 피드백 및 로봇 이동을
통해 터치가 양호하거나 나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 발명
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SNN(Spiking Neural network)에 사용되는 파라메
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하
지 아니하였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경 미세 로봇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만곡 된 외부 표면을 형성하는 곡선
형 외부 하우징; 연속적으로 만곡 된 외 측면을 가로 질러 배열되어 연장되
고,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 및 속도를 검출하도록 구성된 복수의 트랙볼 터치
센서;
하나의 빛이 각 트랙볼 터치 센서와 함께 배치되고, 그 공동 배치 된 트랙볼
터치 센서가 사용자에 의해 터치 될 때 조명하도록 구성된 복수의 라이트;
상기 외부 하우징의 외부 표면을 가로 질러 사용자의 손의 연소 스트로크에
응답하여 상기 트랙볼 터치 센서로부터 인코딩 된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

청구범위 기재분석

된 신경 네트워크-상기 인코딩 된 신호는 상기 스위프 스트로크의 방향 및
속도를 나타내는 시공간 정보를 포함 하며, 상기 신경망은 상기 방향 및
속도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의 터치 스트로크를 해석하고 상기 해석에 기
초하여 상기 로봇이 상기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반응하게 하도록
더 구성됨
- 상기 청구항에 인공신경망이 사용자의 터치 스트로크를 해석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범위에 인공신경망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청구범위 기재된 인공신경망의 터치 스트로크 구성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도의 해석은 반드시 인공신경망이 아
니어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 판단으로 인공신경망의 구성
을 넘겨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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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사례 분석
1.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사례분석
1.1 사건의 서지사항
발명의 명칭
TRAINING A NEURAL NETWORK TO DETECT OBJECT IN IMAGES
등록번호 : US 9,514,389 B1
출원일 : 2014년 10월,30일 출원의 계속 출원으로 2016. 6.17.
등록일 : 2016.12.6.
출원인 Google Inc.
1.2 발명의 내용 요약
이미지에 포함된 물체를 검출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컴퓨터 저장 매체 상에 인코딩
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방법, 시스템 및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상기 방법들은 학습 이미지와 학습 이미지에서의 물체의 위치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훈련 이미지를 신경망에 제공하고, 상기 신경망으로부터 상기 훈련 이미지에 대한 경계 상자 데이터
를 획득하며, 상기 경계 상자 데이터는 상기 학습 이미지에서의 여러 개의 후보 경계상자 박스와 상기 여러
개의 후보 경계상자 박스 각각의 확신도 점수로 구성되며,
상기 학습이미지 상의 검출하기 위한 물체의 위치와 상기 학습이미지에 대한 경계 상자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위한 최적 데이터를 확정하며,
상기 최적 데이터는 각각의 검출대상 물체에 대한 경계 박스 후보로부터 최적 집합을 선정하며;
상기 학습이미지의 최적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1.3 발명의 학습단계 요약
1 단계: 학습이미지와 상기 학습이미지 상의 검출대상 물체의 위치를 인공신경망학습방법에 입력으로
한다.
2 단계; 인공신경망에 학습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공신경망으로부터 경계 상자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경계 상자 데이터는 다수의 후보 경계 상자와 상기 후보 경계 상자 각각의 확신도 점수로 구성된다.
3 단계: 상기 학습 이미지의 상기 경계 상자 데이터와 상기 물체의 위치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집합을
선정한다. 최적의 집합은 개개의 후보 경계 상자에 대한 물체의 위치로부터 할당한다.
4 단계: 상기 최적의 집합을 이용하여 학습이미지에 대한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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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명의 내용 이미지에서 물체를 검출하는 신경망 학습방법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이미지 내의 물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청구한 발명이다. 이미지 내에
어떤 물체들이 존재하고, 그 물체들을 박스로 경계설정하며, 그 설정된 경계의 위치 좌표 및 경계박스 내에
물체가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신뢰도 값 등을 미리 알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신경망의
입력값으로 경계박스의 개수, 각 경계박스의 좌표, 경계박스 내에 물체가 있을 확률(신뢰도)를 입력 받고,
실제 데이터와 신경망을 통해 나온 출력 값과의 비교를 통해 오차를 산출한 후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경망
의 파라미터들을 변경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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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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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훈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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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
1.5 청구항 제1항
1. 이미지 입력하는 단계
2. 숨겨진 레이어 출력하는 단계
출력 층은 경계상자(bounding box)를 정의하는 제1 출력과,
경계상자에 물체의 이미지를 포함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 스코어를
3. 경계박스의 제1,2 꼭지점 좌표를 식별하는 단계
4.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지도학습)하는 단계

나타내는 제 2 출력

1.6 인공신경망 정보
<인공신경망의 입력받는 데이터>
경계박스 개수, 물체 위치(경계박스 좌상 좌표, 우하 좌표),
경계 박스 내에 물체가 존재할 신뢰도
<학습 방법>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 내의 경계박스 개수, 위치, 물체가 있는 신뢰도와 학습에 의해 나온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를 줄이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터 값들을 계속 고쳐나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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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에서 예로든 미국등록특허 US 9,514,389 B1의 고찰
본 출원 발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례 발명의 등록여부와 사례 발명의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2.1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고찰
2.1.1 본 사례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발명의 실시를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발명의 실시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발명에 기재된 기술 자체를 그 실시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것인지,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되
어 완성된 기술까지를 그 실시범위로 볼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사례 발명에 기재된 기술자체에 한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면, 본 발명은 교시 학습의 한 종류로 학습에 사용할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포함된 물체의
좌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발명의 내용도 명확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 사례 발명의 기술이 적용되어 완성된 기술까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 발명에 기재된 학습이미지와 물체의 개수에 관한 설명 이외에는 인공신경
망을 입력, 출력 그 사이에 포함된 히든레이어의 수와 노드 수 등에 대한 설명이 극히 부족하여, 제3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본 발명의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에 성공하여 이미지로부터 물체를 식별하는 제어기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성공적인 제어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는 결론이다.
2.1.2 검토
본 발명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즉,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정하고, 학습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인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것이지 단정 지어 논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반드시 제3자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과도한 시행착오가 어떠한 것인지도 확실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판례 등에서는 확률
이 작아도 그 확률이 확실한 것이라면, 반복제현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으나, 인공신경망의 학습
결과가 일정 확률 이상으로 반드시 나온다는 학문적 뒷받침은 없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제어기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발명에서 최종적으로 실시한 인공신경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공지능 출원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심사관행은 제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상기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라
면, 상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인가에 더욱 심층적인 특허심사기준이 필요하다할 것이
다.
사안에서 본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의 목적과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이해는 상기
와 같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발명의 최종 실시 예라 할 수 있는 사진 등에서 도로상의 자동차를 인식하는 예시 등은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본 발명에서
사진으로 예를 든 인공지능 물체확인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에 이미지로부터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인공신경망
의 제시는 없기 때문이다.
즉, 발명 전체로써보아 이 출원 발명의 실시 예는 전체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개시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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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의 구조와 인공신경망의 각각의 노드 값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엔진을 개발하며, 자동차 전체의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과
는 상반된다. 즉, 자동차 등의 타 기술 분야는 새로운 부품으로써의 기술을 독립하여 개발하는 것이고, 본
사례 발명은 인공지능학습방법으로 기존의 어떠한 형태이든 하나의 대상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별개로 하고, 본 사례 발명에서의 기술이 인공지능학
습방법으로 적용되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기재가 있어야 그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시 없이 발명을 쉽게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2 본 사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검토
2.2.1 진보성에 관한 의견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에 이미지데이터와 물체의 위치데이터를 같이 알려주어 생성된 물체의
경계 박스 중 최적의 경계박스를 집합으로 선정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으로,
인용발명1이 이미지데이터와 물체의 위치개수 등을 알려주고 학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 있고, 인용발명
2가 이미지데이터로부터 물체를 박스 형태로 찾아내는 발명이 있다면,
비록 인용발명2가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이 아니어도, 상기 이 출원 발명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어기이고, 상기 이 발명의 특별한 부분이 다른 선행기술에 제시되어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이 출원 발명의 인공지능 제어기가 상기 인용발명1과 2와 구분될 정도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없이 상기 인용발명1에 제시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상기 인용발명1과
2를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학습방법을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결론
본 사례 발명은 인공신경망의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기술내용이 명확하고, 그 기술을 여러 형태
의 인공신경망에 적용하는데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을 적용한 인공신경망제어기에 대한 명확한 실시 예를 제시하지 않고 사진 등의
도면 자료로만 작용과 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례 발명에 기재된 경계 박스 물체
찾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한, 기존의 기술에 이미지에서 물체를 인식하여 박스 형태로 제공하고,
인공지능학습에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이미지정보를 제공한 발명들이 있어, 상기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가 물체의 위치정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특허법에서 논하는 진보성이 기술발전에 기여
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논리와 비교하면, 본 사례 발명은 아이디어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결과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기술을 제시하지도, 효과를 증명하지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공지능제어기를 적용한 발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제어기와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인공지능제어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습에 의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제어기는 인공지능 제어기를 개시할 방법이 학습 완료된 제어기에 관한
것이고,
학습이 완료되지 않는 제어기는 일반 제어기보다 못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로만 인공지능제어기를 사용하여 현저한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제어기를 만들고 학습하여 인공지능 제어기를 개발하고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기재요건을 강제하지 않는 한 상기 두 가지 출원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적어도 인공지능 구조
등에 관한 기재를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구조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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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재하였다면, 일반 제어기와 인공지능 제어기의 차이를 구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기재없이 인공지능 제어기를 사용한 것을 기재한 것은 일반제어기의 선행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로부터 설계
변경 가능한 것인지로 구분 없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안에서는 본 사례 발명은 본 사례 발명이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상세한 기술의 기재 없이 사진 몇 장으
로 이 사례 발명의 기술적 차별성과 진보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
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본 발명의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제어기의 실시 예를 적어도 하나 이상 제시하였
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시 없이 본 사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고, 그로부터 본 사례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결이라면, 학습에 의하여 제어기를 형성하는 인공신경망 출원의 경우 일반제어기와 차별화되는 것은
학습데이터와 학습방법에 의하여 인공신경망 제어기가 기존의 제어기를 사용한 것보다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일반 제어기는 제어기의 동작방법과 제어기의 제어방법을 계산하는 수식 등에
의하여 우리가 인지하여 충분히 그 효과를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제어기는 수식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공지능제어기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발명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구성이 제시되었다면, 효과도 인정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제어기의
구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인공지능제어기의 제어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사용한 학습데이터 및 학습방
법 정도여서 다른 제어기와 차별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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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우리나라의 AI 관련 발명 사례 분석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와인 품질센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와인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관한 발명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본 발명 이전의 선행기술로는 와인 품질 예측 분광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근적외선 분광기를
통해 와인의 투과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와인 품질인자의 예측 모델을 선정해서 발효조에서 발효되는 와인
의 품질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이용해서 와인 발효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상기 품질인자는
알코올 함량, 환원당 함량 및 유기산에 의해 결정되는 적정산도 중에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구성을 마련하
여, 발효 중인 와인의 품질인자를 비파괴적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분석 방법을 이용해
서 품질예측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발효 중인 와인의 알코올 함량, 환원당 함량, 적정산도를 예측하는
발명이 개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선행기술로는 발효조, 교반기 그리고 냉각 재킷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와인 제조장치에
서 발효조의 내측으로는 와인 원료가 투입되면, 교반기는 발효조에 구비되어 투입된 와인 원료를 저속교반
하고, 냉각 재킷은 발효조의 외측면에 밀착 구비되고, 발효조를 1차 냉각시킴으로써 2차로 발효조에 투입된
와인 원료의 온도를 낮추는 제조 장치를 제공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10-1605995
등록특허공보 10-1401650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와인의 발효 과정은 환경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와인 양조에 노하우가 있는 기술
자가 온도와 습도를 와인 발효실에 상주하며 발효환경을 조절하며 생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환경
의 차이에 의하여 와인의 알코올농도와 맛 등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는 시간, 탱크온도, 최초 알콜측정 값, 원재료의 역가.
원재료의 산도를 5개의 입력변수로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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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는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

  
     
  
     
  





출력1이고, 상기 노드들의 노드값이         ×       ×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 학습에 사용한 입력 5가지가 모두 0 ~ 1
사이의 값으로 상기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 값이고, 상기 탱크온도는 탱크온
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며, 상기 최초 알콜 측정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측정무게 값이고, 상기 원재료
의 역가는 원재료 무게 대비 원재료의 역가 무게 비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원재료의 산도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은 5개, 은닉층의 수는 1에서 5개, 은닉층의 각각의 노드의 개수는 2 내지 10
사이의 범위에서, 출력은 알콜의 농도값으로 하여 가능한 인공신경망의 조합으로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학습
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의 예측결과가 R2 = 0.9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기존에 인간의 경험적인 요소에 의하여 운영되는 와인
양조장의 발효 방법을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킨 인공신경회로망 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본 발명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그래프
도 2 본 발명의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원료별
와인 품질 예측결과
도 3 본 발명의 기존의 환경데이터를 이용한 와인 품질 예측결과
도 4 본 발명의 미래 환경예측 모델을 적용한 와인 품질 예측결과
도 5 본 발명의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와인 품질 예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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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본 발명의 미래 환경예측 모델과 학습업데이트를 적용한
와인 품질 예측 장치
도 7 본 발명의 온도제어프로파일과 학습업데이트를 적용한
와인 품질 예측 장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와인의 품질은 알코올, ph, 총산, 휘발산, 총당 등의 일반적인 품질 특성과 유기산, 유리당, 향기 성분,
미량 알코올 성분 등의 미량 성분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원료, 발효 조건, 저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중 알코올은 와인의 보존성이나 향미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한다.
현재 (와인 발효과정에서) 알코올 농도는 정기적으로 샘플을 수집하여 공장 내 연구실에서 수집된 샘플을
증류하여 측정하고 있다.
와인 제조에서 발효과정을 발효라고 하는데,
1 발효 과정에서 반응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발효를 위한 균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에서 알코올 생성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효 시, 와인을 담는 탱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균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균의 활동이 늘어 와인이 상하게 된다.
즉, 발효 시의 와인 탱크 온도가 알코올 생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2.1 우선, 원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원재료의 산도, 함수율, 역가를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2 와인 발효과정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와인 발효 탱크의 온도와 발효실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2.3 또한 알코올 생성량은 반응열의 적산 값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효 탱크 온도의 적산량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4 그 외 반응시간, 탱크 번호(탱크 위치) 등도 사용하였다.
본 발명의 와인 발효 과정에서의 독립변수의 약어는 하기와 같다.
tm : 시간
dt : 탱크온도
tk : 탱크번호
fqual : 최초 측정 값 (연구실에서 샘플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처음 값)
titer : 원재료의 역가
aci : 원재료의 산도
wt : 원재료의 함수율
acct : 탱크온도의 적산
rt : 발효실 온도
difft :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의 차
dacct :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 차의 적산
acl : 알코올 농도(종속변수)
dacl : 알코올 농도의 변화량(종속변수)
상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도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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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의 입력변수 설정]
본 발명의 인공신경망회로를 이용한 학습모델은 알코올 농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tm
: 시간, dt : 탱크온도, tk : 탱크번호, fqual : 최초 측정 값 (연구실에서 샘플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처음 값), titer : 원재료의 역가. aci : 원재료의 산도, wt : 원재료의 함수율, acct : 탱크온도의
적산, rt : 발효실 온도, difft :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의 차, dacct :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 차의 적산을
모두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 구축에 사용된 프로그램과 학습방법 제시]
상기 인공신경망회로의 학습은 scikit-learn 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MLPRegressor 를 사용해서 수행
했고, 레이어 및 뉴런 수, 알고리즘, 활성화 함수 등을 조합하여 약 10 만여 가지의 조합으로 학습을 수행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약 1년동안의 와인 발효과정 측정 데이터이다.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제시]
와인 발효 방법의 인공신경회로망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1년 동안의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발명에 사용된 시간, 탱크온도, 최초 연구실에서 샘플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처음 값, 원재료의
역가. 원재료의 산도, 원재료의 함수율, 탱크온도의 적산, 발효실 온도,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의 차, 탱크
온도와 발효실 온도 차의 적산은 하기와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1.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단위 시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간 값의 범위
는 0~1 사이의 값이다.
2. 탱크온도는 탱크온도를 100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탱크 온도의 범위는 0 ~ 1 사이의 값이다.
3. 알코올 농도 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무게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0 ~ 1 사이의 값이다.
4. 원재료의 역가는 무게 대비 역가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0 ~ 1 사이의 값이다.
5. 원재료의 산도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0 ~ 1 사이의 값이다.
6. 원재료의 함수율은 전체 무게 대비 수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0 ~ 1 사이의 값이다.
7. 탱크온도의 적산, 15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시간을 적산하여 전체 발효시간의 적산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0 ~ 1 사이의 값이다.
8. 발효실 온도를 100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값은 0 ~ 1 사이의 값이다.
9.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의 차를 100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값은 0 ~ 1 사이의 값이다.
10. 탱크온도와 발효실 온도 차의 적산 시간을 전체 발효시간의 적산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0 ~ 1 사이의
값이다.
입력된는 값을 모두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함으로써 노드 값의 크기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냥 실측치를 사용하여 입력노드에 가중치를 두어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의 학습된 결과물의 표시]
상기의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할 수 있는 10만여 가지의 학습 수행결과 중 인공신경회로망 모델의 예측 결과
가 R^2 = 0.9 이상의 결과를 보인 인공신경망을 1차 선별하였다. 상기 선별된 R^2 값이 0.9 이상인 모델
중 검증을 통하여 과도학습(과학습, Over Learning 또는 오버피팅, Over fitt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델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10개의 입력, 10개의 제1 은닉층, 7개의 제2은닉층 및 1개의 품질 출력을
가지는 5×6×3×1 구조의 인공신경망 구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구조는 도1과 같다.
이때의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노드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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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해진다.
[본 발명의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위개념의 정의]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위에 개시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노드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발명 모두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발명은 5개의 독립된 변수를
입력으로 하여 발효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예측하는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
예측 제어기에 관한 발명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 탱크온도, 최초 알콜측정 값, 원재료의 역가. 원재료의 산도를 5개의 입력변수
로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이다.
도 2의 예측 프로파일로 결과가 출력되도록 학습된 시간, 탱크온도, 최초 알콜측정 값, 원재료의 역가. 원재
료의 산도를 5개의 입력변수로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이다.
【부호의 설명】
100 :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110 : 인공신경망노드
200 : 와인 초기 발효조건(원재료의 산도, 함수율, 역가, fqual)
300 : 측정된 환경변수(시간, 탱크온도, 탱크온도 적산, 발효실 온도)
400 :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측정된 환경변수값, 와인 초기조건, 예측된 와인 품질, 실측된 와인 품질)
500 : 인공신경망노드 학습조건 충족 판단기
600 : 미래 환경예측모델
700 : 온도제어프로파일 생성기
【청구범위】
[청구항 1]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는 시간, 탱크온도, 최초 알콜측정 값, 원재료의 역가.
원재료의 산도를 5개의 입력변수로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청구항 1]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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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는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입력5×은닉1층6×은닉2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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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청구항 1]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1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초기조건(200); 및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 입력되는 와인 발효실 온도, 와인 발효 탱크 온도, 발효실 적산온도, 와인
발효 탱크 적산온도를 포함하는 환경변수 측정데이터; 및
상기 환경변수 측정데이터와 상기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와인 품질 예측 값 및 와인 품질
실측값을 저장하는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의 인공신경망노드의 새로운 학습을 위한 DB를 포함하며,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 학습에 사용한 입력 5가지가 모두 0 ~ 1
사이의 값으로 상기 시간은 전체 발효에 사용된 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 값이고, 상기 탱크온도는 탱크온
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며, 상기 최초 알콜 측정값은 전체 무게 대비 알콜의 측정무게 값이고, 상기 원재료
의 역가는 원재료 무게 대비 원재료의 역가 무게 비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원재료의 산도는 ph 값을 14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은 5개, 은닉층의 수는 1에서 5개, 은닉층의 각각의 노드의 개수는 2 내지 10
사이의 범위에서, 출력은 알콜의 농도값으로 하여 가능한 인공신경망의 조합으로 역전파 학습방법으로 학습
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신경회로망 와인 품질예측 제어기의 예측결과가 R2 = 0.9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
【요약서】
【요약】
와인의 발효 과정은 환경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와인 양조에 노하우가 있는 기술
자가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며, 생산하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알코올농도와 산도 등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인의 초기조건과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와인 발효 탱크에서 발효되는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는 와인 품질 예측장치를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와인 품질 예측장치의 제공으로 기존에 인간의 경험적인 요소에 의하여 운영되는 와인 양조장의 와인
발효 방법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킨 인공신경회로망 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대표도】
도1
【도면】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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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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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개정 유럽특허청(EPO)의 특허심사가이드라인

번역

원본

3.3
수학적 방법 (Mathematical methods)

3.3
Mathematical methods

Art. 52(2)(a)
수학적 방법은 모든 기술 분야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Art. 52(3))처럼
청구될 때 Art. 52(2)(A)에 의거하여 특허성이 제외된
다.

Art. 52(2)(a)

Mathematical method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lution of technical problem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However, they are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52(2)(a) when claimed as
이 제외는 청구항이 순수히 추상적인 수학적 방법 such (Art. 52(3)).
(purely abstract mathematical method)에 관한 것으
로 청구항이 기술적 수단을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 적 The exclusion applies if a claim is directed to a
용된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추 purely abstract mathematical method and the claim
상 데이터에 대해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does not require any technical means. For instance,
Transform)을 수행하는 방법은 수학적 방법이다. 순수 a method for performing a Fast Fourier Transform
히 추상적인 수학적 목적이나 개념, 예를 들어, 특정 on abstract data which does not specify the use of
유형의 기하학적 객체 (geometric object) 또는 노드와 any technical means is a mathematical method as
모서리가 있는 그래프는 방법이 아니며, 기술적 특성을 such. A purely abstract mathematical object or
결여하기 때문에 Art. 52 (1)의 관점에서 발명이 아니 concept, e.g. a particular type of geometric object
다.
or of graph with nodes and edges, is not a method
만일 청구항이 기술수단 (예: 컴퓨터)의 사용을 포함하 but is nevertheless not an invention in the sense of
는 방법 또는 장치에 관련된 경우, 그 특허대상은 기술 Art. 52(1) because it lacks a technical character.
적 특성을 전체로서 가지며 Art. 52 (2) 및 (3)에 의거하
여 특허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If a claim is directed either to a method involving the
use of technical means (e.g. a computer) or to a
수학적 방법의 데이터 또는 매개변수의 기술적 특성을 device, its subject-matter has a technical character
명시하는 것만으로 Art. 52(1)의 의미에서 발명을 정의 as a whole and is thus not excluded from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 방법은 여전히 patentability under Art. 52(2) and (3).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배제된 카테고리
에 속할 수 있다 (Art. 52(2)(c) and (3), see G-II, Merely specifying the technical nature of the data or
3.5.1).
parameters of the mathematical method may not be
sufficient to define an invention in the sense of Art.
청구된 특허대상 전체가 Art. 52(2) 및 (3)에 의하여 특 52(1), as the resulting method may still fall under
허성이 제외되지 않고, Art. 52(1)에 의거하여 발명이 the excluded category of methods for performing
성립되었을 때, 그것은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해 mental acts as such (Art. 52(2)(c) and (3), see G-II,
심사된다 (G‑I, 1).
3.5.1).
진보성의 평가를 위해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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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ed

모든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G-Ⅶ, 5.4). 청구된 subject-matter as a whole is not excluded from
발명이 수학적 방법에 기초 할 때, 수학적 방법이 발명 patentability under Art. 52(2) and (3) and is thus an
invention in the sense of Art. 52(1), it is examined
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평가된다.
in respec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수학적 방법은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으 in particular novelty and inventive step (G‑I, 1).
며, 다시 말해, 기술 분야에 응용하거나 특정 기술 구현
에 적용하여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창 For the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all features
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평가하기 which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위한 기준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inven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G-VII, 5.4).
When the claimed invention is based on a
기술 응용 (Technical applications)
mathematical method, it is assessed whether the
수학적 방법에 의한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여도 mathematical method contributes to the technical
를 평가할 때, 발명의 맥락에서 이 방법이 기술적 목적 character of the invention.
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T 1227/05,
T 1358/09).
A mathematical method may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an invention, i.e. contribute to
수학적 방법에 의해 기술적 목적이 제공되는 예는 다음 producing a technical effect that serves a technical
과 같다:
purpose, by its application to a field of technology
–
and/or by being adapted to a specific technical
특정 기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제어, 예: X-ray 장치 implementation.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se two
또는 철강 냉각 프로세스;
situations are explained below.
–
원하는 재료 밀도 (desired material density)를 얻기 위 Technical applications
해 압축 기계의 요구되는 패스 (passes) 수를 측정하여 When assessing the contribution made by a
결정;
mathematical method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an invention,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
디지털 오디오, 이미지 또는 비디오 향상 또는 분석, the method, in the context of the invention, serves
예: 잡음 제거 (de-noising), 디지털 이미지 내 사람 검 a technical purpose (T 1227/05, T 1358/09).
출, 전송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품질 평가;
–
Examples of technical purposes which may be
음성 신호에서 소스의 분리; 음성 인식 (speech served by a mathematical method are:
recognition), 예: 음성 입력을 텍스트 출력에 매핑하는
–
단계;
–
신뢰성 및/또는 효율성 있는 전송 또는 저장 (및 대응하
는 디코딩)을 위한 데이터 인코딩, 예: 노이즈 채널을
이용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에러 정정 코딩,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센서 데이터의 압축;
–
전자 통신의 암호화/복호화 (encrypting/decrypting)
또는 서명; RSA 암호화 시스템 (RSA cryptographic
system )에서 키를 생성;

controlling a specific technical system or process,
e.g. an X-ray apparatus or a steel cooling process;
–
determining from measurements a required number
of passes of a compaction machine to achieve a
desired material density;
–
digital audio, image or video enhancement or
analysis, e.g. de-noising, detecting person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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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부하 분산 최적화;
–
생체 센서 (physiological sensors)로부터 얻어진 데이
터를 처리함으로써 대상의 에너지 소비를 결정하는 단
계; 귀 온도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환자의
체온을 유도;
–
DNA 샘플 분석에 기초한 유전자형 추정치를 제공, 또

digital image, estimating the quality of a transmitted
digital audio signal;
–
separation of sources in speech signals; speech
recognition, e.g. mapping a speech input to a text
output;
–
encoding data for reliable and/or efficient
transmission or storage (and corresponding
한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제공하여 신뢰성을 정량 decoding), e.g. error-correction coding of data for
화;
transmission over a noisy channel, compression of
–
audio, image, video or sensor data;
생체 측정 (physiological measurements )을 처리하는 –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의학적 진단 제공;
encrypting/decrypting or signing electronic
–
communications; generating keys in an RSA
기술적 적정 조건에서 기술적 항목의 적절하게 정의된 cryptographic system;
클래스 또는 특정 기술 프로세스의 행동을 시뮬레이션 –
(G-II, 3.3.2 참조).
optimising load distribution in a computer network;
–
기술적 시스템 제어와 같이 일반적인 목적은 기술 특성 determining the energy expenditure of a subject by
을 수학적 방법에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기술적 processing data obtained from physiological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sensors; deriving the body temperature of a subject
from data obtained from an ear temperature
게다가,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제공한다는 사실 detector;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청구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
로 기술 목적에 대해 기능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providing a genotype estimate based on an analysis
것은 기술적 목적과 수학적 방법 단계간에 충분한 연계 of DNA samples, as well as providing a confidence
를 성립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 interval for this estimate so as to quantify its
목적과 관련 있는 수학적 단계의 시퀀스의 입력과 출력 reliability;
을 구체화함에 따라 수학적 방법은 기술적 효과에 캐주 –
얼하게 연결된다. 실제적인 예는 G-VII, 5.4.2.4를 참 providing a medical diagnosis by an automated
조하세요.
system processing physiological measurements;
–
수학적 방법에 대한 데이터 입력의 성격을 정의한다고 simulating the behaviour of an adequately defined
해서 반드시 수학적 방법이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 class of technical items, or specific technical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 2035/11, T processes, under technically relevant conditions
1029/06, T 1161/04). 기술적인 목적이 수학적 방법 (see G-II, 3.3.2).
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는 주로 그것이 제공하는 결과 A generic purpose such as "controlling a technical
의 직접적인 기술 관련성에 의해 결정된다.
system" is not sufficient to confer a technical
character to the mathematical method. The
기술 구현 (Technical implementations)
technical purpose must be a specific one.
수학적 방법은 또한 어떤 기술적 응용과 독립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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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항이
수학적 방법의 특정 기술적 구현에 관한 것일 경우이
며, 그 수학적 방법은 특히 컴퓨터의 내부 기능에 대한
기술적 성찰에 의해 얻어지는 디자인의 구현이다 (T
1358/09).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웨어의 워드 사이즈
(word-size)와 매치되는 워드 사이즈 시프트
(word-size shitfs)를 이용하는 다항식 감소 알고리즘
(polynomial reduction algorithm)의 도입은 그러한 기
술적 고려 사항에 기초하며 상기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의 기술적 효과를 발생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만일,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청구된 기술적 구현이 일반적인 기술적 구현을 넘어서
지 않는다면, 수학적 방법은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
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수학적 방법이 알고리즘적으
로 선행기술의 수학적 방법보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충
분하지 않다 (G-II, 3.6 참조).

Furthermore, the mere fact that a mathematical
method may serve a technical purpose is not
sufficient, either. The claim is to be functionally
limited to the technical purpose,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is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sufficient link between the technical purpose and the
mathematical method steps, for example, by
specifying how the input and the output of the
sequence of mathematical steps relate to the
technical purpose so that the mathematical method
is causally linked to a technical effect. See G-VII,
5.4.2.4 for a worked-out example.
Defining the nature of the data input to a
mathematical method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mathematical method contributes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T 2035/11, T
1029/06, T 1161/04). Whether a technical purpose
is served by the mathematical method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direct technical relevance of the
results it provides.
Technical implementations
A mathematical method may also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independently of
any technical application when the claim is directed
to a specific technical implementation of the
mathematical method and the mathematical
method is particularly adapted for that
implementation in that its design is motivated by
technical considerations of the internal functioning
of the computer (T 1358/09). For instance, the
adaptation of a polynomial reduction algorithm to
exploit word-size shifts matched to the word size of
the computer hardware is based on such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can contribute to producing the
technical effect of an efficient hardware
implementation of said algorithm.
If the mathematical method does not serve a
technical purpose and the claimed technical
implementation does not go beyond a gen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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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mplementation, the mathematical method
does not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In such a case,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mathematical method is algorithmically more
efficient than prior-art mathematical methods (see
G-II, 3.6).
3.3.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분류 (classification), 클러스
터링 (clustering), 회귀 (regression) 및 차원 감소
(dimensionality reduction)를 위한 계산 모델
(computational models) 및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 예를 들어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서포트 벡터 머신, k-평균 (k-means), 커
널회귀 (kernel regression) 및 판별분석 (discriminant

3.3.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e
based on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for
classification,
clustering,
regression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such as neural networks,
genetic algorithms, support vector machines,
k-means, kernel regress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Such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are per se of an abstract mathematical

analysis)이 있다. 이러한 계산 모델 및 알고리즘은 교
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그 자체로 추상적 수학법칙 (abstract mathematical
nature )이다. 그러므로 G-II, 3.3에 제공된 지침은 일
반적으로 그러한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에도 적용된다.
청구된 특허대상이 전체적으로 기술적 특성 (technical

nature,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can be "trained"
based on training data. Hence, the guidance
provided in G-II, 3.3 generally applies also to such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character)을 지녔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Art. 52(1),
(2) 및 (3)), “서포트 벡터 머신”, “추론엔진 (reasoning
engine)” 또는 “신경망”과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기
술적 특성이 없는 추상적 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사된다.

subject-matter has a technical character as a whole
(Art. 52(1), (2) and (3)), expressions such as
"support vector machine", "reasoning engine" or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응용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규칙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해 심장 모니터링 장치에 신경망을 사용하
면 기술적인 기여 (technical contribution)를 하게 된
다. 저레벨 피처 (low-level features) (예를 들어, 이미
지의 에지 또는 픽셀 속성)에 기초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스피치 신호의 분류는 분류 알고
리즘의 더욱 전형적인 기술적 응용 (technical
applications)이다. 그러나 텍스트 문서를 텍스트 내용

When

examining

whether

the

claimed

"neural network" are looked at carefully, because
they usually refer to abstract models devoid of
technical charact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find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of technology. For
example, the use of a neural network in a
heart-monitoring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rregular heartbeat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s,
videos, audio or speech signals based on low-level
features (e.g. edges or pixel attributes for images)

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are further typical technical applications of
언어적인 목적으로 간주된다 (T 1358/09). 결과적인 classification
algorithms.
Classifying
text
분류의 기술적인 사용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이 추상 documents solely in respect of their textual content
적인 데이터 기록 (abstract data records) 또는 "전기 is however not regarded to be per se a technical
통신망 데이터 기록 (telecommunication network purpose but a linguistic one (T 1358/09). Class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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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 records or even "telecommunication
network data records" without any indication of a
data records)"을 분류하는 것은 분류 알고리즘이 견고
technical use being made of the resulting
성과 같은 가치 있는 수학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
classification is also not per se a technical purpose,
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술적 목적이 아니다 (T
even if the classification algorithm may be
1784/06).
considered to have valuable mathematical
properties such as robustness (T 1784/06).
분류 방법이 기술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훈련 세
트 (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기 (classifier)를 훈련
Where a classification method serves a technical
하는 단계는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 발명
purpose, the steps of generating the training set and
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다.
training the classifier may also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if they support
achieving that technical purpose.
3.3.2
3.3.2
시뮬레이션, 디자인 또는 모델링 (Simulation, design Simulation, design or modelling
or modelling)
Claims directed to methods of simulation, design or
시뮬레이션, 디자인 또는 모델링 방법에 대한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방법 또는 정신적 행위 (mental
acts)를 수행하는 방법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청구된 특허대상 전체는 Art.
52(2)(a)(c) 및 (3)에서 언급된 특허성에서 제외 될 수
있다. (G-II, 3.3 및 3.5.1 참조).

modelling typically comprise features which fall
under the category of mathematical methods or of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Hence, the
claimed subject-matter as a whole may fall under
the exclusions from patentability mentioned under
Art. 52(2)(a)(c) and (3) (see G-II, 3.3 and 3.5.1).

그러나 이 섹션에서 고려된 방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컴퓨터에서 구현되므로 청구된 특허대상 전체는 특허
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어떤 특징이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지 결정할 때, G-II, 3.3에서 개략적으
로 설명된 원리가 적용된다.

The methods considered in this section, however,
are at least partially computer-implemented so that

the claimed subject-matter as a whole is no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When determining
which feature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the same principles as outlined in
기술적으로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기술 아이템 G-II, 3.3 apply.
(technical items) 또는 특정 기술 프로세스의 적절하
게 정의된 클래스의 행위의 컴퓨터 구현 시뮬레이션 The computer-implemented simulation of the
computer-implemented simulation)은 기술적 목적으 behaviour of an adequately defined class of
로 자격이 있다 (T 1227/05). 예는 1/f 노이즈 대상이 technical items, or specific technical processes,
되는 전자회로 성능 또는 특정 산업적 화학 물질 프로 under technically relevant conditions qualifies as a
세스 (industrial chemical process )의 수치 시뮬레이 technical purpose (T 1227/05). Examples are the
션 이다.
numerical simulation of the performance of an
electronic circuit subject to 1/f noise or of a specific
이러한 컴퓨터 구현 시뮬레이션 방법은 실제 생산에 앞 industrial chemical process.
서거나 물리적 최종제품 (physical end product)을 제
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적 효과 Such computer-implemented simulation methods
를 부인할 수 없다.
cannot be denied a technical effect merel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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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마케팅 캠페인 (marketing campaign), 상품
운송 (transportation of goods)을 위한 관리체계
(administrative scheme) 또는 콜센터 상담원 일정 결
정과 같은 비기술적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은 기술적
목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기술 시스템 시뮬레이
션 (simulation of a technical system)"과 같은 일반적
인 제한 (generic limitation )은 관련 기술적 목적을 정
의하지 않는다.

ground that they precede actual production and/or
do not comprise a step of manufacturing the
physical end product.

In contrast, the simulation of non-technical
processes, such as a marketing campaign, an
administrative scheme for transportation of goods
or determining a schedule for agents in a call
centre, does not represent a technical purpose. In
특정 기술 객체 (제품,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컴퓨 addition, a generic limitation, such as "simulation of
터 지원 디자인 (computer-aided design)의 맥락에 a technical system", does not define a relevant
서, 기술적 고려 사항에 기반한 기술 객체의 기능과 본 technical purpose.

질적으로 연결된 기술 매개 변수의 결정은 기술적 목적
이다. (T 471/05, T 625/11).
In the context of computer-aided design of a
specific technical object (product, system or
예를 들어,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는 컴퓨터 실행 방법 process), the determination of a technical
에서, 최적의 광학 성능을 얻도록 주어진 입력 조건에 parameter which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대한 굴절률 (refractive indices) 및 배율 functioning of the technical object, where the
(magnification factors)과 같은 기술적 파라미터 determination is based on technical considerations,
(technical parameters)를 결정하기 위한 특정 공식의 is a technical purpose (T 471/05, T 625/11).
사용은 기술적 기여를 한다. 다른 예로서, 반복적인 컴
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원자로 (nuclear reactor)의 동 For example, in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작 파라미터 (operating parameter)가 스트레스로 인 of designing an optical system, the use of a
해 슬리브 (sleeve)의 파열을 초래하지 않고 취할 수 있 particular formula for determining technical
는 최대 값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기여를 한다. parameters, such as refractive indices and
magnification factors, for given input conditions so
반대로, 기술적 매개 변수의 컴퓨터에 의한 결정이 인 as to obtain optimal optical performance makes a
간 사용자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달려 있고 그러한 결 technical contribution. As another example,
정을 하는 기술적 고려 사항이 청구항에 명시되어 있지 determining by iterative computer simulations the
않은 경우, 개선된 디자인의 기술적 효과는 인정 될 수 maximum value that an operating parameter of a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가 청구항 특징 (claim nuclear reactor may take without risking rupture of
features)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T a sleeve due to stress makes a technical
835/10).
contribution.
컴퓨터 구현 방법이 제품,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추
상적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 방정식 세트 (set of
equations)는 모델링 된 제품,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기술적인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기술적 효과로 간주되
지 않는다 (T 49/99, T 42/09). 예를 들어, 제품 구성
집합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는 고유한 기술특성
이 없으며 이러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도달하는 방법
을 지정하기만 하면 그것의 컴퓨터 구현을 넘어선 기술

In
contrast,
where the computer-aided
determination of the technical parameters depends
on decisions to be taken by a human user and the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taking such decisions
are not specified in the claim, a technical effect of
improved design cannot be acknowledged since
such an effect would not be causally linked to the
claim features (T 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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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래픽 모델링 환
경에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법을 지정
하는 방법만으로도 컴퓨터 구현을 넘어선 기술적 기여
는 하지 않는다. 지적 활동으로 정보 모델링과 관련된
것은 G-II, 3.6.2 참조

If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results merely
in an abstract model of a product, system or
process, e.g. a set of equations, this per se is not
considered to be a technical effect, even if the
modelled product, system or process is technical (T
49/99, T 42/09). For example, a logical data model
for a family of product configurations has no
inherent technical character, and a method merely
specifying how to proceed to arrive at such a logical
data model would not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beyond its computer-implementation. Likewise, a
method merely specifying how to describe a
multi-processor system in a graphical modelling
environment does not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beyond its computer-implementation. Reference is
made to G-II, 3.6.2 related to information modelling
as an intellectual activity.

3.5.1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3.5.1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The exclusion from patentability of schemes, rules

Art. 52(2)(C)에 의거한 정신적 행위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의 특허청 제외는 언어를 배우는 방법과
같이 인지적, 개념적 또는 지적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
에 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관련이 있
다. 이 제외는 그러한 계획, 규칙 및 방법이 (Art.
52(3))에 따라 청구되었을 때 적용한다.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under Art.
52(2)(c) concerns instructions to the human mind
on how to conduct cognitive, conceptual or

Art. 52(2)(c)
방법 청구항이 모든 방법 단계의 순수히 정신적 구현을
포함한다면 Art. 52(2)(C) 및 (3)에 의거하여 정신 행위
를 수행하는 방법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는 청구항이
기술적 구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방법이 기술적 고려
사항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T
914/02, T 471/05, G 3/08).

intellectual processes, for instance how to learn a
language. The exclusion applies only when such
schemes, rules and methods are claimed as such
(Art. 52(3)).
Art. 52(2)(c)
If a method claim encompasses a purely mental
realisation of all method steps,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as
such (Art. 52(2)(c) and (3)). This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 claim encompasses also technical

예는 원자로 연료가 리프레시 되기 전에 생성되는 에너 embodiments and of whether the method is based
지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해 원자로 연료 다발 (nuclear on technical considerations (T 914/02, T 471/05, G
reactor fuel bundles)을 원자로 코어 (reactor core)에 3/08).
로딩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청구항 이
다. 이 방법은 초기 값 (initial values)으로 시작하여 이 An example is a claim defining a meth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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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값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정지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값을 반복적으
로 변경하여 배열의 특정 기술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
값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은 원자로의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 고려사항에 기초한다. 그러
나, 청구항이 모든 방법 단계가 정신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한, 청구된 특허대상은 특
허성에서 제외된다. 이 이의(objection)는 시뮬레이션
이 기술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시뮬레이션이 기술 측정으로 얻은 실제 값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designing an arrangement for loading nuclear
reactor fuel bundles into a reactor core in order to
maximise the amount of energy that is generated
before the reactor fuel needs to be refreshed. The
method involves determining optimal values for
specific technical parameters of the arrangement by
starting with initial values, performing simulations
based on these values, and iteratively changing the
values based on simulation results until a stopping
criterion is met. Such a method is based on
techn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technical
field of nuclear reactors. However, as long as the

일반적으로, 방법의 복잡성은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는 claim does not exclude that all method steps may
방법으로서의 그것을 탈락시킬 수 없다. 만일, 이 방법 be carried out mentally, the claimed subject-matter
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예: 컴퓨터)이 필요한 is excluded from patentability. This objection also
경우, 그것 들은 필수적인 특징으로 청구항에 포함된다 applies when the simulation involves real world
values obtained by a technical measurement, if the
(Art. 84, F-IV, 4.5).
claim does not include the step of carrying out the
청구된 방법이 기술적 수단 (예: 컴퓨터, 측정 장치 등) technical measurement.
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단계를 수행해야 하거나 또
는 결과 제품으로써 물리적 개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In general, the complexity of a method cannot
에는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예: disqualify it as a method for performing mental acts
제품을 디자인하는 단계들과 디자인된 제품을 제조하 as such. If technical means (e.g. a computer) are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품 생산 방법인 경우).
necessary to carry out the method, they are included
in the claim as an essential feature (Art. 84, F-IV,
청구된 특허대상 전체가 Art 52(2) 및 (3)에 의하여 특 4.5).
허성이 제외되지 않고 발명이 성립되었을 때, 그것은
A claimed method is not a method for performing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해 심사된다 (G‑I, 1).
mental acts as such if it requires the use of technical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청구항이 컴 means (e.g. a computer, a measuring device, etc.)
퓨터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한되는 to carry out at least one of its steps or if it provides
경우, 컴퓨터의 사용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 의해 a physical entity as the resulting product (e.g. if it
수행된 단계는 기술적인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기술적 is a method of manufacturing a product comprising
인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steps of designing the product and a step of
이것은 자동화된 경우 코어 로딩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manufacturing the product so designed).
앞에서 설명된 방법의 경우일 것이다 (G-II, 3.3.2 참
Once 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ed method as
조).
a whole is no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 52(2) and (3), it is examined in respect of the other
법은 또한 방법의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신적인 단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in particular novelty
계들을 특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단계는 발명의 and inventive step (G-I, 1).
맥락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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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claim defining a method for performing
mental acts as such is limited by specifying that the
method is carried out by a computer, not only the
use of a computer but also the steps carried out by
the computer themselves may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if they are based on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serve a technical purpose. This
would be the case with the aforementioned method
for designing a core loading arrangement if it were
automated (see also G-II, 3.3.2).
하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만 방법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
A method comprising steps which involve the use of
한다.
technical means may also specify steps which are
to be carried out mentally by the user of the method.
예를 들어, 방법은 선택된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뿐만
These mental step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기초한 제품군 중에서 제품을 선
character of the method only if, in the context of the
택하는 단계를 규정 할 수 있다. 상기 선택 단계가 정신
invention, they contribute to producing a technical
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적절한 제품의 일반적인 계열에
effect serving a technical purpose.
대해 선택된 제품의 하위군을 특징 짓는 특징으로부터
기술적 효과가 도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방법의
For example, a method may specify steps which
기술적 특성에 기여한다 (T 619 / 02). 선택 단계가 순
result in the selection of a product among a family
수한 심미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 이는 비기술적 선
of products based on various criteria, as well as a
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방법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지
step of manufacturing the selected product. If said
않는다. 다른 예로서, 운전자를 코리오리스 질량 유량
selection steps are carried out mentally, they
계 (Coriolis mass flowmeter)에 부착하는 방법에서,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method
유량계의 성능을 최대화 하도록 운전자의 위치를 선택
only to the extent that a technical effect can be
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단계는 특정 위치를 정의하는데
derived from the features characterising the
있어 기술적 기여를 한다 (T 1063/05).
sub-family of selected products over the generic
시뮬레이션, 디자인 및 모델링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
family of suitable products (T 619/02). If the
는 G-II, 3.3.2 참조 정보 모델링 방법 및 컴퓨터 프로
selection steps rely on purely aesthetic criteria, they
그래밍 활동에 대해서는 G-II, 3.6.2 참조
result in a non-technical selection and thus do not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method.
As another example, in a method of affixing a driver
to a Coriolis mass flowmeter, steps specifying how
to select the position of the driver so as to maximise
the performance of the flowmeter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to the extent that they define that
particular position (T 1063/05).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methods of
simulation, design and modelling, see G-II, 3.3.2.
For methods of information modelling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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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programming a computer, see G-II,
3.6.2.
3.5.2
3.5.2
게임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Schemes, rules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laying games
and methods for playing games)
Art. 52(2)(c) 및 (3)에 의거하여 게임을 하기 위한 계
획, 규칙 및 방법은 특허성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는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과 같은 기존 게임의 규칙뿐
아니라 도박 기계 또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현대식 게
임 플레이의 기본이 되는 게임 규칙에도 적용된다.

Under Art. 52(2)(c) and (3),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laying games are excluded from
patentability, if claimed as such. The exclusion
applies to rules for traditional games such as card
or board games, as well as to game rules that
underlie contemporary forms of gameplay such as
in gambling machines or video games.

Art. 52(2)(c)
게임 규칙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제어하는 규약 및 조건 Art. 52(2)(c)
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플레이어의 결정 및 행동에 따
라 게임을 진화시키는 방식을 정의한다. 게임 규칙은 Game rules define a conceptual framework of
게임의 설정, 게임 플레이가 전개 될 때 발생하는 옵션, conventions and conditions that govern player
게임의 진행 상황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게임
규칙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명백한 목적의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써 플레이어들에게 인식된다. 따라서,
게임 규칙은 추상적이고 순수한 정신적 본성을 지니며
게임 컨텍스트에서만 의미가 있다 (T 336/07). 예를 들
어, 승리를 위해 두 개의 임의로 뽑힌 숫자를 요구하는

conduct and how a game evolves in response to
decisions and actions by the players. They comprise
the setup of the game, options that arise as
gameplay unfolds, as well as goals defining
progress in the game. They are normally perceived
(or even agreed to) by the players as rules serving

조건은 게임 규칙이다.

the explicit purpose of playing the game. Game
rules are hence of an abstract, purely mental nature
현대 게임, 특히 비디오 게임은 종종 가상게임 세계의 and are meaningful only in the gaming context (T

복잡한 상호 작용 및 서사 요소 (interactive and
narrative elements)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게임 요
소는 게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진화하는 캐
릭터 및 스토리 라인)와 플레이어와 상호 작용할 때 어
떻게 진행되는지를 관리한다 (예: 리듬이 일치하면 캐
릭터가 춤추도록 하기 위해 게임 사운드 트랙에 맞춰
두드리기). 이러한 요소가 본질적으로 개념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rt. 52(2)(c)에 따라 게임을 하는 규
칙으로 넓은 의미에서 자격이 부여된다 (T 12/08). 이
것은 그들이 플레이 하는 동안에만 계시되거나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과 상관 없이 진실이다.

336/07). For example, a condition requiring two
randomly drawn numbers to match for winning is a
game rule.
Contemporary games, and in particular video
games, are often characterised by complex
interactive and narrative elements of a virtual game
world. Such game elements govern how the game
proceeds of its own accord (e.g. evolving
characters and storylines) as well as how it
proceeds in interaction with the player(s) (e.g.
tapping along with the game soundtrack to make

만일, 청구된 주제가 게임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your character dance if rhythms match). Given that
적 수단을 명시하는 경우, 그것은 기술적 특징이 있다. these elements are conceptual in nature, they
예를 들어, 난수 매칭 (random numbers)에 대한 앞에 qualify, in a wider sense, as rules for playing games
언급한 조건을 구현할 때, 의사 랜덤 시퀀스 according to Art. 52(2)(c) (T 12/08). This holds true
(pseudo-random sequence)를 계산하는 컴퓨터의 사 irrespective of the fact that they might be untol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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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주사위 (cubic dice) 또는 균일하게 분할된 릴 revealed only while playing.
과 같은 기계적 수단의 사용은 Art. 52(2)(C) 및 (3)에
의하여 반대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If the claimed subject-matter specifies technical
means for implementing game rules, it has a
게임 규칙과 기술적 특징의 혼합으로 구성된 청구항의 technical character. For example, when
진보성은 G-VII, 5.4에 명시된 복합 타입 발명 implementing the aforementioned condition of
(mixed-type invention)을 위한 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matching random numbers, the use of a computer
따라 심사된다. 원칙적으로 진보성은 게임 방식이나 게 calculating a pseudo-random sequence or of
임의 자동화에 관계없이 게임 규칙 자체에 의해 확립 mechanical means such as cubic dice or uniformly
될 수 없다. 오히려 게임의 기술적 구현의 기술적 효과, sectored reels is sufficient to overcome an objection
즉 이미 규칙에 내재되어 있는 것 이상의 기술적 효과 under Art. 52(2)(c) and (3).
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다. 운영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뽑힌 숫자들은 원격 플레이어에게 전
송되기 전에 랜덤 맵핑 (random mapping)을 거치고,
결과의 스크램블링 (scrambling)은 실제 게임 플레이
에 관련이 없으나 암호화와 유사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
하는 기술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기여를 만든
다. 반대로, 게임의 복잡성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진 메
모리, 네트워크 또는 계산 자원의 절감은 기술적 솔루
션에 의한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다. 구현된 것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이다 (G-VII,
5.4.1). 유사하게, 단순화된 규칙으로 인한 게임 제품
의 상업적 성공은 직접적인 기술적 원인이 없는 우연한
결과이다.
구현의 진보성 (Inventive step of an implementation)
은 게임 디자이너에 의해 주어진 게임 규칙을 구현하는
것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또는 게임 프로그래머와 같이
숙련된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비기술적 게임 요소
를 다른 말로 표현 (paraphrasing) 하거나 (게임 토큰
의 수를 모니터링 대신 "win computation means”로
표현) 또는 그들을 요약 (“게임 토큰” 대신 “objects”로
표현) 하는 등의 단순한 청구항 작성 연습은 단지 표면
적으로 기술적인 것으로써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Inventive step of a claim comprising a mix of game
rules and technical features is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for
mixed-type inventions as set out under G-VII, 5.4.
As a principle, inventive step cannot be established
by the game rules themselves, irrespective of how
original they may be, or by their mere automation.
It must rather be based on further technical effects
of a technical implementation of the game, i.e.
technical effects that go beyond those already
inherent to the rules. For example, a networked
implementation of a game of chance like bingo, in
which numbers physically drawn by an operator
undergo a random mapping prior to transmission to
remote player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since the scrambling of results has the technical
effect of securing a data transmission, analogous
to encryption, while having no bearing on the actual
playing of the game. In contrast, a reduction of
memory, network, or computational resources
achieved by limiting the complexity of a game does
not overcome a technical constraint by a technical
solution. Rather than solving the technical problem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n implementation,
such a limitation would at best circumvent it (G-VII,
5.4.1). Similarly, the commercial success of a
game product resulting from simplified rules is an
incidental effect without a direct technical cause.

게임 규칙은 오락, 서스펜스 또는 놀람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통해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즐겁게 하
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기술적인 효과
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균형 있고, 공평하며
또는 보상이 있는 게임 플레이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이다. 따라서, 계산적으로 복잡하더라도 Inventive step of an implementation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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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killed
person, typically an engineer or a game
programmer, who is tasked with implementing
game rules as given to him by a game designer.
Mere claim drafting exercises such as paraphrasing
non-technical game elements ("win computation
means" for monitoring the number of game tokens)
플레이어의 게임 점수 또는 기술 등급을 결정하는 규칙 or abstracting them ("objects" instead of "game
및 해당 계산은 대개 비기술적으로 간주된다.
tokens") using terms that are technical only on the
surface have no bearing on inventive step.
비디오 게임과 같이 대화형 게임 플레이는 사용자 입력
을 감지하고, 게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시각적, 오디 Game rules often are designed to entertain and
오 또는 촉각 정보를 출력하는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keep the interest of players by way of psychological
다. 정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러한 프리젠테이션 effects such as amusement, suspense, or surprise.
을 정의하는 기능 (features)은 G-II, 3.7 and 3.7.1에 Such effects do not qualify as technical effects.
따라 평가된다. 비기술적 레벨에서 현재 게임 상태를
플레이어에게 알려주는 게임 점수, 게임 카드의 배열
및 수트, 게임 캐릭터의 상태 및 속성 등의 인지적 콘텐
츠는 비기술적 정보로 간주된다. 이것은 게임 보드나
카드에서 제시되는 지침인 "처음으로 돌아 가기"와 동
일하다.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맥락의 예는 게임 세계에서의 실시간 기법
의 대화형 제어이며, 그 디스플레이는 상충되는 기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T 928/03).
사용자 입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기능은 일반
적으로 기술적 기여를 한다 (G-II, 3.7.1). 그러나, 알
고 있는 입력 메카니즘으로부터 컴퓨터 게임의 매개 변
수로 얻은 매개 변수의 맵핑은 그것이 게임을 정의하거
나 더욱 흥미롭게 또는 도전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정된
게임 디자이너의 선택을 반영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게
임 규칙으로 간주된다 (예: 터치 스크린의 슬라이드 제
스쳐가 가상 골프 샷의 파워와 스핀을 결정하는 조건).

Similarly, giving rise to a balanced, fair or otherwise
rewarding gameplay are psychological effects, not
technical ones. Hence, rules and corresponding
computations which determine a game score or a
skill rating for players, even if computationally
complex, are usually considered non-technical.
Highly interactive gameplay such as in video games
involves technical means for sensing user input,
updating the game state and outputting visual,
audio or haptic information. Features defining such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and user interfaces are
assessed according to G-II, 3.7 and 3.7.1.
Cognitive content that informs the player about the
current game state at a non-technical level, e.g.
about a game score, the arrangement and suits of
playing cards, the state and attributes of a game
character is regarded as non-technical information.
This equally holds for instructions presented on
game boards or cards such as "go back to square
one". An example of a technical context in which the
manner of presenting information can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is the interactive control of
real-time manoeuvers in a game world, the display
of which is subject to conflicting technical
requirements (T 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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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which specify how to provide user input
normally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G-II,
3.7.1). However, a mapping of parameters
obtained from known input mechanisms to
parameters of a computer game qualifies as a
game rule in a wider sense if it reflects the choice
of the game designer, set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game or making it more interesting or
challenging (e.g. a condition specifying that a slide
gesture on a touchscreen determines both the
power and the spin of a virtual golf shot).
3.5.3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doing business)
특허대상 또는 활동이 금융, 상업, 행정 또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은 Art. 52(2)(c) 및 (3)에 의거하여 특허성에서 제외된
다.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한 특허대상 또는
활동은 "비즈니스 방법"이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Art. 52(2)(c)
재정 활동 (Financial activities)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 청구(billing) 또는 회계(accounting)가 포함된
다. 마케팅, 광고, 라이센싱, 권리 및 계약 관리, 법률
적 고려 사항을 포함한 활동은 상업적 또는 행정적 성
격을 갖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인사관리, 워
크 플로우 디자인 또는 위치 정보 기반으로 대상 이용
자 커뮤니티에 게시물 등록은 조직 규칙의 예이다. 비
즈니스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활동은 물류 및 작업 스케
줄링을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운영 연구, 계획,
예측 및 최적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정보 수
집, 목표 설정, 수학적 및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영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평가 작업이 포함
된다.

3.5.3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doing business
Subject-matter or activities which are of financial,
commercial, administrative or organisational nature
fall within the scope of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doing business, which are as such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52(2)(c) and (3). In the
rest of this section, any such subject-matter or
activities will be subsumed under the term "business
method".
Art. 52(2)(c)
Financial activities typically include banking, billing

or accounting. Marketing, advertising, licensing,
management of rights and contractual agreements,
as well as activities involving legal considerations,
are of a commercial or administrative nature.
Personnel management, designing a workflow for a
business process or communicating postings to a
target user community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are examples of organizational rules.
Other activities typical of doing business concern
operational research, planning, forecasting and
청구된 특허대상이 비즈니스 방법의 적어도 일부 단계 optimisations in business environments, including
를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logistics and scheduling of tasks. These activities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명시하는
경우, 그것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제한되지 않
으며, 따라서 Art. 52(2)(c) 및 (3)에 의해 특허성이 제
외되지 않는다.

involve collecting information, setting goals, and
using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methods to
evaluate th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managerial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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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단순한 가능성은 상
세한 설명이 기술적 실시 예를 개시하더라도 제외를 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T 388/04, T 306/04, T
619/02). “시스템 (system)” 또는 “수단 (means)”과
같은 용어는 “시스템”이 금융기관을 지칭하고, “수단”
이 조직의 단위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이
러한 용어가 기술적 기관(technical entities)을 지칭하
는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
다 (T 154/04).

If the claimed subject-matter specifies technical
means, such as computers, computer networks or
other programmable apparatus, for executing at
least some steps of a business method, it is not
limited to excluded subject-matter as such and thus
no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52(2)(c)
and (3).

해 심사된다 (G‑I, 1). 진보성 심사는 어떤 특징이 발명
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지 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G-VII, 5.4).
청구항이 비즈니스 방법의 기술적 구현을 명시하는 경
우, 청구항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기능은 대부분
특정 기술 구현을 지정하는 기능으로 제한된다.

or "means" are to be looked at carefully, because
a "system" might e.g. refer to a financial
organisation and "means" to organisational units if

기술 구현 선택의 결과이며 비즈니스 방법의 일부가 아
닌 기능은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므로 정당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예와 함께 설명 된다: 청구항은
회사의 각 판매점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시청각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컴
퓨터화 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시청각 콘
텐츠를 전자 파일로 저장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함
께 중앙 서버에 연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중앙 서버
에서 판매 대리점으로 전자 파일을 배포하는 것은 고객
의 요청에 따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퓨터로 직접
개별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
면 다수의 선택된 전자 파일을 각각의 판매 대리점으로
전송하고 판매 대리점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이들 파
일을 저장하여 고객의 시청각 콘텐츠 요청이 있을 때
로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되는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구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같이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
람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며, 반대로 예를 들어 제공
되는 시청각 콘텐츠의 세트를 각각의 판매점에 달리 하
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전문가의 역량에 해

Once 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ed
subject-matter as a whole is no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under Art. 52(2) and (3), it is examined
with respect to novelty and inventive step (G-I, 1).
The examination of inventive step requires an
assessment of which feature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G-VII, 5.4).

However, the mere possibility of using technical
means is not sufficient to avoid exclusion, even if
청구된 특허대상 전체가 Art 52(2) 및 (3)에 의하여 특 the description discloses a technical embodiment (T
허성이 제외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 388/04, T 306/04, T 619/02). Terms like "system"

it cannot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that these
terms refer exclusively to technical entities (T
154/04).

Where the claim specifies a technical
implementation of a business method, the features
which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claim are in most cases limited to those specifying
the particular technical implementation.

Features which are results of technical
implementation choices and not part of the
business method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and thus have to be duly taken into
account. This is illustrated with the following
example: The claim defines a computerised
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한 기술적 구현을 구체 networked system which allows customers to obtain
화하는 청구항의 특징 (Features)은 발명의 기술적 특 audio-visual content about selected products using
성(character)에 기여하나, 비즈니스 방법을 구체화하 computers installed at each sales outle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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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 (Features)은 그렇지 않다.
청구항이 비즈니스 방법의 기술적 구현에 대해 작성하
는 경우, 기술적 방법의 문제 해결이 아닌 기술적인 문
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방법의 수
정은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기여를 한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방법의 자동화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방법에 내재된 효과는 기술적 효과로는 적합하지 않다
(G-VII, 5.4.1).
예를 들어, 중복 부기를 방지하는 자동화 회계 방법은
컴퓨터 작업 부하 및 스토리지 요구사항 측면에서 컴퓨
터 리소스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회계 방법의 비즈니스 설명
(specification)으로 인하여 수행 오퍼레이션과 고려 대
상 데이터의 감소의 결과라면 본질적으로 회계 방법 그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기술적 효과로 자격이 없다.
다른 예는, 메시지를 처음 전송한 원격 참가자가 가격
을 고정 할 때까지 가격을 연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수행
되는 전자 경매를 기반으로 한다. 가능한 전송 지연으
로 인해 메시지가 순서대로 수신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메시지는 타임 스탬프 정보를 포함한다. 타임 스탬프
정보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경매 규칙을 변경하는 것
은 기술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송 지연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다 (T 258/03). 추가 예
로서, 판매 시점에 신용카드로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
는 방법에서, 거래 승인을 위해 구매자의 이름 또는 주
소의 전송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 회선
의 대역폭 병목 현상과 서버 컴퓨터의 제한된 용량이라
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청구된
특허대상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지 않는 행정적인 조
치이다.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입력이 물리적 파라미터 데이터
를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 (real-world data)라는 사실
만으로 비즈니스 방법이 청구된 특허대상에 기술적 특
성 (technical character)을 기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 판매점 사이의 지리적 거리) (T 154/04, T
1147/05, T 1029/06). G-II, 3.3 참조

company, all connected to a central server with a
central database storing the audio-visual content as
electronic files. The distribution of the electronic
files from the central server to the sales outlets
could be technically implemented either by enabling
download of individual files directly from the central
database to the computer on request of a customer
or, alternatively, by transferring a plurality of
selected electronic files to each sales outlet, storing
these files in a local database of the sales outlet
and retrieving the corresponding file from the local
database when audio-visual content is requested by
a customer at the sales outlet. Choosing one
implementation among these two options lies within
the competence of a technically skilled person, such
as a software engineer, as opposed to, for
example, specifying that the set of audio-visual
contents offered is different for each sales outlet,
which would typically be within the competence of
a business expert. Features of the claim specifying
any of these two possible technical implementation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whereas features specifying the business
method do not.
In the case of claims directed to a technical
implementation of a business method, a
modification to the underlying business method
aimed at circumventing a technical problem, rather
than addressing this problem in an inherently
technical way, is not considered to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over the prior art. In the context of an
automation of a business method, effects which are
inherent in the business method do not qualify as
technical effects (G-VII, 5.4.1).
For instance, an automated accounting method that
avoids redundant bookkeeping may be considered
to require fewer computer resources in terms of
computer workload and storage requirements.
These advantages, in so far as they result from a
reduction of the number of operation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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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and the amount of data to be considered
due to the business specification of the accounting
method, are inherent to the accounting method
itself and hence do not qualify as technical effects.
경영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컴퓨터에서 구현
되는 방법에 있어서, 비즈니스 계획 세트로부터 자동적
으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 특정 기술
제약을 만족하더라도 컴퓨터 구현을 넘어 기술적 기여
를 한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예: 환경 영향에서 목표
감축을 달성하는 것).

Another example is based on an electronic auction

that is performed by successively lowering the price
until the price is fixed by the remote participant who
first transmits a message. Since messages may be
received out of order due to possible transmission
delays, each message contains timestamp
기술적 목적을 제공 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은 발명 information. Changing the auction rules to obviate
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the need for timestamp information amounts to
예를 들어, "산업 프로세스에서의 자원 배분 방법"에 circumventing the technical problem of transmission
대한 청구항은 " 산업"이라는 용어의 광의성 (breadth delays rather than solving it with technical means (T

of meaning)으로 인해 특정 기술적 프로세스에 대한 258/03). As a further example, in a method for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금융, 행정 또는 경영에서의 carrying 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ith
순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망라한다.
credit cards at a point of sale, not requiring the
transmission of the name or address of the buyer
비즈니스 방법의 결과는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판매 가 to authorise the transaction may result in saving time
능하지만 기술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d reducing data traffic. However, this is not a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of the
비즈니스 방법의 특성은 다른 컨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 bandwidth bottleneck of communication lines and
다 (예: 행정 특성). 예를 들어, 의료 지원 시스템은 환 the limited capacity of server computers, but an
자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기초하여 의료진에게 administrative measure which does not contribute to
정보 제공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오로지 그러한 데이터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claimed
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 의해 제공된 데 subject-matter.
이터로 구성한다. 환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센서
데이터의 우선 순위 지정은 행정 규칙이다. 그것을 확 The mere fact that the input to a business method
립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능력보다 병원장 같은 관리자 is real-world data is not sufficient for the business
의 능력 내에 있다. 기술적 효과가 없는 행정 규칙으로 method to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서, 그것은 청구된 특허대상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하지 the claimed subject-matter, even if the data relate
않고, 진보성 평가 때 충족되어야 하는 제약으로서 객 to physical parameters (e.g. geographic distances
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공식화 (formulation)에 사용될 between sales outlets) (T 154/04, T 1147/05, T
수 있다 (G-VII, 5.4). 비즈니스 방법 특징을 포함하는 1029/06). See also G-II, 3.3.
특허대상에 대한 진보성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 해
결 (problem-solution) 접근법의 적용 사례, G-VII, In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facilitating
5.4.2.1-5.4.2.3 참조.
managerial
decision-making,
automatically
selecting from a set of business plans the most
cost-effective one which also enables meeting
certain technical constraints (e.g. to achieve a
targeted reduction in environmental impac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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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to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beyond
the computer-implementation.
The mere possibility of serving a technical purpose
is not enough for a method to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For example, a
claim to a "method of resource allocation in an
industrial process" encompasses pure business
processes and services in finance,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without limiting the method to any
specific technical process due to the breadth of
meaning of the term "industry".
The result of a business method may be useful,
practical or saleable but that does not qualify as a
technical effect.
Business method features, e.g. administrative
features, can be found in different contexts. For
example, a medical support system may be
configured to deliver information to the clinician on
the basis of data obtained from patient sensors,
and only if such data is not available, on the basis
of data provided by the patient. The prioritisation of
the sensor data over the data provided by the
patient is an administrative rule. Establishing it lies
within the competence of an administrator, e.g. the
head of the clinic, rather than within that of an
engineer. As an administrative rule with no technical
effect, it does not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and may be
used in the formulation of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as a constraint that has to be met when
assessing inventive step (G-VII, 5.4). For further
examples of applying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to assess inventive step for
subject-matter
comprising
business-method
features, see G-VII, 5.4.2.1-5.4.2.3.

258

[참고 5] 주요국의 AI 윤리지침

■ 미국의 ‘아실로마 AI 원칙’ 주요내용
□ 연구이슈 (5항)
ㅇ 연구목표 :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
ㅇ 연구비 지원 :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는 컴퓨터 과학, 경제, 법, 윤리 및 사회 연구 등의 어려운 질문을
포함해 유익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어 오작동이나 해킹을 할 수 없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
- 사람들의 자원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통해 우리 번영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나?
- 인공지능과 보조를 맞추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시스
템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인공지능은 어떤 가치를 갖추어야하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ㅇ 과학정책 연결 : 인공지능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에 건설적이고 건전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ㅇ 연구문화 : 인공지능의 연구자와 개발자간에 협력, 신뢰, 투명성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ㅇ 경쟁 피하기 :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은 안전기준에 대한 부실한 개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윤리 및 가치 (13항)
ㅇ 안전 :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 수명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또 안전해야하며,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할 경우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장애 투명성 : 인공지능 시스템이 손상을 일으킬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사법의 투명성 : 사법제도 결정에 있어 자율시스템이 개입하면 권위 있는 인권기구가 감사 할 경우 만족스러
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ㅇ 책임 :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자와 구축은 사용, 오용 및 행동의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이해 관계자이
며, 그에 따른 책임과 기회가 있다.
ㅇ 가치관 정렬 :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목표와 행동이 작동하는 동안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ㅇ 인간의 가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및 문화적 다양성의 이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 : 인공지능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으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액세스, 관리 및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ㅇ 자유와 개인정보 : 인공지능을 개인정보에 적용하면 사람들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자유가 부당하게 축소되어서
는 안된다.
ㅇ 공동이익 : 인공지능 기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ㅇ 공동번영 : 인류의 모든 혜택을 위해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번영은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ㅇ 인간통제 : 인간은 인간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위임하는 방법 및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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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파괴 :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통제에 의해 주어진 능력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지키려는
사회나 시민들의 프로세스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개선해야 한다.
ㅇ 인공지능 무기 : 치명적인 인공지능 무기의 군비 경쟁은 피해야 한다
□ 장기 이슈(5항)
ㅇ 능력주의 : 합의가 없으므로 향후 인공지능 능력의 제한에 관한 강력한 전제를 피해야 한다.
ㅇ 중요성 : 고급 AI는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상응 한 관심과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ㅇ 위험 :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 특히 치명적인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은 예상되는 영향에
맞는 계획 및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
ㅇ 자기복제 자기개선 :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도의 품질로 자기복제나 자기개선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 및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ㅇ 공동의 선 (Common Good) : 수퍼 인텔리전스는 널리 공유되는 윤리적 이상을 위해, 그리고 몇몇 국가나
조직이 아닌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 EU ‘AI 로봇 결의안’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기술·윤리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기구 신설:
- AI‧로봇의 기술·윤리적 문제와 규제 관련 전문 지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 촉구
② 책임 규칙: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 시 법적 책임 등 사회적 합의 시급
- 정교한 자율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규정하고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틀 마련
③ 사회적 영향:
- 로봇공학 발전은 특정 분야 일자리 창출과 감소 등 사회적 변화 초래
□ 본회의 거쳐 '로봇시민법'으로 제정
ㅇAI로봇 사고치면 정부에 소스코드 접근권한 의무화…'킬 스위치'도 탑재
ㅇEU국가에 로봇 수출하려면 결의안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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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지침의 주요내용
□ 인간과 기술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의 윤리 지침으로 자율주행기술이 지켜야 할 20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ㅇ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간 생명의 보호가 항상 최우선 순위다. 사고가 예상된다면 다른 차량, 재산을 파괴하고 동물, 식물과 같은
다른 생물에 피해를 주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피해야 한다.
-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경우 자율 주행 시스템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인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중요하다.
- 모든 것은 기록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확실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같은 형태로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물론 운전자의 신원도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운전자가 차량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61

262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계승균. 인공지능(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특허청, 20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일본 공업소유권연수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심사 가
이드라인(Joint Seminar IIPTI and INPIT), 2018. 8. 31 세미나 자료.
김윤명, 「인공지능과 법적쟁점」, SPRi 이슈피로트 제2016-005호, 소프트웨
어 정책연구소, 2016., 2018. 8. 31일 발표 자료.
김의중,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위키북스, 2016.
김용혁 역(마이클 네그네빗스키), 「인공지능 개론」, 2018.
김윤명, 「인공지능과 법적쟁점」, SPRi 이슈리포트 제2016-005호, 소프트웨
어 정책연구소, 2016.
남희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방안 연구」,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7.
송덕수, 「민법총칙(제4판)」, 박영사, 2017.
임병웅, 「특허법(제1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이동진, 「공서양속과 계약 당사자 보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강경태, “식물품종보호권의 침해”, 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권태복, “일본판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 산업재산권(제52
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나종갑, “미국 특허법상 유용성(utility)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정보법학(제17
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박준석, “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조(제59권 제8호), 법조협회, 2010.
이은영,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재산법연
구, 제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정주환, “공서양속의 판단과 적용”,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
263

구소, 2013.
특허청, 「공서양속·공중위생관련 심사·심결 사례집」, 2012.
홍대식,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비교사법(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
회, 2007.
허유선,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책임 문제 고찰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법조 vol. 723, 2017.
,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 vol. 728, 2018.

2. 국외문헌

CBINSIGHTS, The St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Dame Wendy Hall & Jérôme Pesenti, Grow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the UK, 2016.
GAO,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2018.
IFR. History of Industrial Robots: From the first installation until today.
Frankfurt am Mai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2.
PwC,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C. Andrew Keisner, Julio Raffo Sacha, Wunsch-Vincent,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0: Breakthrough technologies – Robotics,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IPO, 2015.
Cynthia M. Ho, “Splicing Morality and Patent Law: Issues Arising from
Mixing Mice and Men,” 2 Wash. U. J. L. & Pol’ 247(2000).
Hyunjong Ryan Jin, Think Big! The Need for Patent Rights in the Era of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7 N.Y.U. J. Intell. Prop. & Ent. L. 78
(2018).
Sean Semmler & Zeeve Rose,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TODAY AND IMPLICATIONS TOMORROW, 16 Duke L.
& Tech. Rev. 85, 2017.

264

참고문헌

Springer, P. J., “Military Robots and Drones: A Reference Handbook. Santa
Barbara: ABC-CLIO”, 2013.

日本 特許廳 編, 「工業所有權法(産業財産權法) 逐條解說[第20版]」, 發明推進
協會, 2017.
河野 英仁, AI/IoT特許入門, 経済産業調査会, 2018.
岡本 義則, “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の學習濟みモデルの特許による保護, 特許
ニュース(No. 14591)”, 経濟産業調査會, 2017.
中崎 尚, 知財法務の勘所Q&A(第9回)迫るGDPRの適用開始、AIビジネスへの
影響は?, 知財ぷりずむ : 知的財産情報 16(186), 2018.
柿沼 太一, AI(人工知能)と知的財産権, 知財ぷりずむ : 知的財産情報 16(184),
2018.
著作権委員会, AI(人工知能)に関する著作権法上の現状課題と今後について,
知財管理 67(11), 2017.
岡本 義則, 人工知能(AI)の学習用データに関する知的財産の保護, パテント
70(10), 2017.
平塚 三好 , 齋藤 歩記 , 小林 和人, 人工知能に係る発明の主体と特許法の保護に
関する一考察 (特集 AIと知財), IPジャーナル, 2017.
小田桐優理,「コンテンツプラットホームにおける機械學習，データセット公
開・モデル公開による産學の發展」, 電子情報通信學會誌 Vol. 100, No. 1,
2017
上野 剛史, コグニティブ・システムと知的財産 (特集 AIと知財), IPジャーナル
(1), 2017.
蛭田 敦, AIを活用して創作された発明の取扱いについて (特集 AIと知財) , IP
ジャーナル(1), 2017.
濱崎 雅弘 , 内山 隆史, 人工知能をめぐる情勢と産総研の知財マネジメント (特
集 第4次産業革命と知財) , 知財管理67(4), 2017.
福井 健策, 人工知能コンテンツ : それはビジネスと知的財産権をどう変革する
か (特集 第4次産業革命と知財), 知財管理67(4), 2017.
上野 達弘, 人工知能による"発明"と"創作" : AI生成物に関する知的財産権 (特
集 PI×AI(特許晴報×人工知能) : 第四次産業革命が特許情報の未来をどう

265

変えていくのか), Japio year book, 2017.
齋藤 歩記 , 小林 和人 , 湯浅 竜 , 平塚 三好, 人工知能に係る発明の主体と特許
法による保護に関する試論, 電気学会論文誌. C 137(6), 772-778, 2017.
三部 裕幸 , 落合 孝文, 金融機関のAI活用に関連する法的問題点 : 現状では、個
人情報保護や知的財産権の保護などが論点に (特集 AIが導く新たな金融) ,
金融財政事情 67(37), 2016.
辻本 良知, 人工知能(AI)による創作物と知的財産権, 知財ぷりずむ : 知的財産
情報 14(168), 2016.
小林 和人 , 中畑 稔 , 平塚 三好 , IoT/AIに関連するデータ構造の特許法による
保護に関する研究, パテント 70(7), 2017.
池田 毅, デジタルカルテルと競争法 : AI・アルゴリズム・IoTは独禁法理論に
変容をもたらすか (特集 プラットフォームと競争法 : 流通・取引慣行ガイ
ドライン改正を契機に) , ジュリスト(1508), 2017.
齋藤 浩貴 , 呂 佳叡, 情報・テクノロジー法最前線(第3回)AI(2) AI生成物の法
的保護と侵害責任, ビジネス法務 17(7), 2017.
平塚 三好 , 齋藤 歩記 , 小林 和人, 人工知能に係る発明の主体と特許法の保護に
関する一考察 (特集 AIと知財), IPジャーナル (1), 2017.
齋藤 浩貴 , 呂 佳叡, 情報・テクノロジー法最前線(第2回)AI(1)AIの開発を支
援・促進する法制度, ビジネス法務 17(6), 2017.
宮下 佳之, 講演録 情報の集積・処理に伴う著作権法上の諸問題と実務対策 : AI
とプラットフォーマー契約論を中心として, コピライト 57(672), 2017.
牧野 和夫, AIの法律問題とその解決策の方向性について , MS&AD基礎研
review (19), 2017.
城所 岩生, 著作権法と最先端法務 : デジタル覇権戦争,AIの進化が迫る「攻めの
著作権法」への転換, 国際商事法務 45(1), 2017.
市川 芳治, 人工知能(AI) 時代の競争法に関する一試論 : "アルゴリズム"による
カルテル : 欧米の最新事例からの示唆を受けて(上) , 国際商事法務 45(1),
2017.
蛭田 敦, AIを活用して創作された発明の取扱いについて (特集 AIと知財)IP
ジャーナル(1), 4-11, 2017.
岡村 久道, IT・ICTと営業秘密の保護 : 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との関係

266

참고문헌

を中心に (特集 第4次産業革命と知財) , 知財管理 67(4), 2017.
亀井 正博, 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た知的財産制度に関する検討の視点 (特集 第4
次産業革命と知財), 知財管理67(4), 2017.
久慈 直登, 新しい知財活動へのチャレンジ :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とオープ
ン・クローズ戦略への対応 (特集 第4次産業革命と知財), 知財管理 67(4),
2017.

3. 관련 사이트
Tractica사 홈페이지 참조(검색일자: 2018. 8. 2)<https://www.tractica.com/n
ewsroom/press-releases/artificial-intelligence-revenue-to-reach-36
-8-billionworldwide-by-2025/).
Brian McGuire , “the 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검색일자: 2018. 9.
29) http://courses.cs.washington.edu/courses/csep590/06au/projects/his
tory-ai.pdf>
Gary Yang, “the 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검색일자: 2018. 9. 29)htt
p://courses.cs.washington.edu/courses/csep590/06au/projects/history-a
i.pdf>
Irving Wladawsky-Berger, ‘Sof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ddenly Everywh
ere, <(검색일자: 2018. 10. 05) http://blogs.wsj.com/cio/2015/01/16/soft
-artificial-intelligence-is-suddenly-everywhere/>.
Craig & Karl, Three Breakthroughs That Have Finally Unleashed AI on the
World, <(검색일자: 2018. 10. 05)http://www.wired.com/2014/10/future
-of-artificial-intelligence/>.
12) <(검색일자: 2018. 10.20) http://www.wired.com/2014/12/wearing-you
r-intelligence/>.

267

268

참고문헌

지능형 로봇분야 출원제도 및 심사기준제정에 관한 연구
도서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646-01
ISBN: 978-89-6199-097-4 13500
DOI: 10.8080/P9788961990974
발 행:
수행기관:
발 행 일:
주 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년 12월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특허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연구원)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