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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요 약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동향 분석
•최근 20년(1998~2018)간 출원되어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인공
지능 기술 특허를 모집단(23,090건)으로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함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 및 추론 기술(AA), 상황이해 기술(AB),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 기술(AE)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 및 IITP 인공지능 기술분류 체계 참고

•국가별 출원동향
-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14년부터 중국의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하고 있음(2016년에만 1,436건 출원)
- 세부기술별로는 학습 및 추론 기술(AA),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름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 언어이해 기술(AC) 39% → 시각이해 기술(AD) 27% → 학습 및 추론 기술(AA)
24% 비중으로 특허출원
- 최근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
•주요출원인 TOP 20 분석
- 인공지능기술 특허출원 TOP 3는 IBM, Microsoft, Google (총 2,085건)
- 중국은 BAIDU, 텐진대, 베이징 이공대 등이 다수 출원 (대학 위주의 출원 경향)
•NPE 현황: 아직 NPE들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시장이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반증
•PCT 출원 동향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PCT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미국 기업들이 PCT 출원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IT 기업들도 자국 출원보다는
PCT 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Summary
•등록 현황
- 등록특허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출원 건의 60% 가량이 등록됨. 미국과
심사실무가 유사한 한국, 일본이 54%, 4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심사실무가
상이한 유럽은 등록률이 20%에 불과함

인공지능 기술분야 소송 동향 분석
•최근 10년(2009~2018)동안 제기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미국 특허소송* 수집·분석
하였음
* 수집된 소송 건수는 총 117건으로 103건이 종결되었고, 14건이 소송계속 중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는 79개임*
* 시각이해 기술(AD) 42% → 언어이해 기술(AC) 33% → 학습 및 추론기술(AA) 15%

•전체 소송 건수가 많지 않아 연도별 추세의 의미는 크지 않음. 다만 언어이해 기술
(AC) 분야 및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의 소송이 최근 3년간 다수 발생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ex)에 전체 인공지능 소송의 31%가 제기되어 동일기간
전체 특허소송(26%)과 비교할 때 집중도가 높음. 다만 2017년 5월 TC Heartland
판결 이후에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 집중 제기됨
•전체 소송 117건 중 소송 계속 중인 건과 이송판결을 제외한 91건 중 79.1%인 72건이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 판결로 승패가 갈린 경우는 12건(특허권자 승 3, 침해 피의자 승 9)
•침해 피의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판결된 12건을 분석하면 비침해, 특허권 무효 판단이 다수)
•무효사유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가장 많이 무효 근거로 제시됨. 인공지능 분야
특허의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보여줌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에서는 압도적으로 특허권자가 우세. 소송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강력함을 반증

요 약
인공지능 기술분야 소송사례 심층 분석
•소 제기된 분쟁의 80% 정도가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송 내용을 심층 분석할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따라 주로 소장 내용을 위주로 한 분쟁사례 소개가
많았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소송의 판결문 위주로 분석하였음
•침해 대응 사례를 위주로 심층 분석 사례를 선정함.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무효를 주장한 사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신규성 무효를 이끌어낸
미국 특허법 제102조와 관련된 사례, 기재불비와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12조
사례를 각각 선정하여 분석함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하여 머신러닝 분야의 특허적격성 관련 판결인
Purepredictive v. H2O.AI 소송을 상세 분석함. 본 사안에서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를 살펴보고 이전 사례들에서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사안을 제공하여
Alice 판결 이후 올라간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대처할 시사점을 제공함
•미국 특허법 제102조와 관련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에 관한 특허에 대해 비특허문헌과
전문가 증언을 기초로 신규성 무효를 이끌어낸 Pheonix Solutions, Inc. v. West
Interactive Corp 소송을 상세 분석함. 신규성 판단과 관련된 법리다툼이 다수 있었는 바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할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미국 특허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방법과 장치 발명을 하나의 청구항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청구항이 무효될 수 있음을 보여준 Mastermine software, Inc. v.
Microsoft Corporation 소송을 상세 분석함.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기술이 많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허 청구항 작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함

고위험 핵심특허 선정 분석
•세부기술별 고위험 핵심특허 및 TOP 3 출원인 보유 핵심특허를 선정하여 분석함
•핵심특허 선정기준: 최근 3년 내 특허침해소송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 무효도전을
받았으나 살아남은 특허, Patent Strength*가 강한 특허
* 청구항 수, 선행문헌 수, 피인용 수, 발명자 수, 패밀리 출원 수 등 고려한 강도

Summary
•세부기술 분야별 5개의 핵심특허를 선정하고 1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함
•Markman Hearing 절차를 거친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분석 등을 위해 청구항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Markman Hearing 절차에서 생산된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함
•인공지능 분야 TOP 3 출원인인 IBM, Microsoft, Google 보유 특허의 트렌드를 분석함.
IBM은 자연언어, 신경망, 번역 분야에 집중. Microsoft는 객체 인식, 신경망, 지식
베이스 분야에 집중, Google은 신경망, 객체 인식, 타겟 언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TOP 3 출원인 보유 특허를 각각 5개씩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함

분쟁대응 가이드
•우리기업의 담당자가 특허분쟁 대응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가이드 작성. 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분쟁 과정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각 단계
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제시함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기 버거운 소송
비용이 발생됨. 따라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협상에
방점을 둔 분쟁대응 방안을 소개함
•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경고장 수령 단계, 사실 관계
판단 단계, 대응전략 수립 단계, 당사자 협상 단계, 라이선스 계약 단계, 소송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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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장 개 요
제1절

사업 목적 및 배경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출시되는 신제품의 광고문구에 인공지능이 포함
되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엑소브레인이나 딥뷰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선진국 대비 수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논문 경쟁력에서도
세계 10위권 밖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분야 특허출원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1)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기업이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판단된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 특허에 대해 분석한 국내외의 여러 보고서들이 발간된바 있다.2)
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특허출원 현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설명하고
있어,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대응 위주의 보고서를
살펴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기업에게 인공지능 특허분쟁 현황을 알려주고
분쟁대응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이 실제로 특허분쟁에 휘말렸을

1) 한국정보화진흥원, 우리나라 AI 기업 현황 조사 보고서 (2017)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 (201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인공지능 특허분석보고서
(2016); 한국경제연구원,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2018); 중국 특허보호협회, 인공지능 기술 특허 심층분석 보고서 (2018) 등 다양한 보고서에서 특허출원 현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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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특허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기업이 강한 분쟁

제

대응력을 갖춘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는데 본 보고서가 디딤돌이 될 수

1

있길 바란다.

장

제2절

인공지능 시장 현황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개
요

진행되어 보급 확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2018 Gartner Hype Cycle for AI

이에 따라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7.2% 성장하여, 2025년에는 358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
Tractica 역시 2025년에는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3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Grand View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Analysis (2017),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artificial-intelligence-ai-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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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rand View Research 예상 세계 인공지능 매출 규모(단위: 백만달러)

[그림 1-3] Tractica 예상 세계 인공지능 매출 규모(단위: 백만달러)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성숙된 분야 중 하나인 자연언어처리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5년 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4) 다른 인공지능 기술
분야들도 성숙도가 올라감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 Statista, Revenues from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market worldwide from 2016 to 2025 (2017)

16

제

1
장

개
요

[그림 1-4] 자연언어처리 분야별 매출 전망(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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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동향 분석

1. 분석 범위 및 기술분류
분석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1998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출원
및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5개국 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와 IITP 인공
지능 기술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5개 세부기술 분야로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1] 분석대상 기술범위

기술명

세부기술
학습 및 추론기술 (AA)

상황이해 기술 (AB)

인공지능

언어이해 기술 (AC)

시각이해 기술 (AD)

인식 및 인지기술 (AE)

기술범위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확률 통계적 기계학습, 딥러닝,
지식표현, 지식베이스, 지식추론
감정이해, 공간이해, 협력지능, 자가이해
자연어 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구문분석
컴퓨터 비전, 행동인식, 내용 기반 영상검색, 영상이해,
배경인식/시각지식, 비디오 분석 및 예측
인공신경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로
피드백,뉴로모픽컴퓨팅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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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딥러닝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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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분석된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지식표현 기술,
축적된 전문지식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규칙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지식베이스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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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학습 및 추론 기술(AA)에 속하는 딥러닝

상황이해 기술(AB)이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감정이해
기술,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3차원 세계를 변형시키는 공간이해
기술, 다른 에이전트와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지능 기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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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로 변환하는 음성처리 기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
이나 통역을 하는 자동통번역 기술을 말한다. 최근의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대표
적으로 언어이해 기술(AC)이 적용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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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언어이해 기술(AC) 중 자연언어처리에 특화된 ETRI의 엑소브레인5)

시각이해 기술(AD)이란 영상 데이터 자체의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내용 기반 영상 검색 기술,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사물의
행동을 인식하는 행동인식 기술, 영상 데이터로부터 지식정보를 추출하고 생성
하는 시각지식 기술을 말한다. 얼굴을 인식하는 것부터 장소나 행동을 인식하는
것까지 모두 시각이해 기술(AD)에 속하는 기술이다.

[그림 2-3] 시각이해 기술(AD) 중 얼굴인식에 관한 Facebook의 DeepFace6)

인식 및 인지 기술(AE)이란 경력 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등 일상생활 에서의
지능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의 생활을 이해하는 휴먼라이프 이해 기술,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 구조를 모델화하는 인지 아키텍처 기술을
말한다.
5) 헤럴드경제, “4차 산업혁명 이끄는 AI, 토종기술도 바람몰이 나섰다“,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
newsprint.php?ud=20170112000451 (2017. 1. 12.)
6) Yaniv Taigman, Ming Yang, Marc’Aurelio Ranzato, Lior Wolf, “DeepFace: Closing the Gap to Human-Level Performance in
Face Verification” (2014)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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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2018년 1월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선도적으로 수립하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특허를
기존 특허분류체계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허심사기준이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도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新특허분류체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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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이다. 이 중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과 추론, 언어 이해,
시각 인식, 상황 인식, 응용분야의 5개 세부기술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분류 코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kipo.go.kr/upload/popup/patent_devide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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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특허 모집단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키워드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의 세부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특허를 검색하였다.
[표 2-2] 특허 검색식
세부기술

검색식
(((((인공 adj 지능) or (머신 adj 러닝) or (기계 adj 학습) or (artificial
adj1 intelligence*) or (machine adj1 learning) 트레이닝* 훈련*
training*))) and (신경망* or 뉴럴넷* or (뉴럴* adj 네트워크*) or 지
도학습* or 비지도학습* or 자율학습* or 강화학습* or 클러스터링* or
결정트리* or 함수근사* or 역전파* or 퍼셉트론* or (서포트 adj 벡터
adj 머신*) or (neural adj1 network) or ((supervis* or unsupervis*
or reinforcement*) near2 (learning*)) or (decision adj1 tree) or

학습 및 추론기술 (AA)

(function near3 approximat*) or backpropagation or (back adj1
propagation) or perceptron or SVM or (support adj1 vector adj1
machine) or ((합성곱* adj 신경망*) or (컨볼루션* adj 신경망*) or (콘
볼루션* adj 신경망*) or (심층* adj 신뢰* adj 신경망*) or (재현* adj
신경망*) or (순환* adj 신경망*) or (제한* adj 볼츠만* adj 머신*) or
((Convolutional adj1 Neural) adj1 Network) or CNN or DBN or ((deep
adj1 belief) adj1 network) or RNN or ((recurrent adj neural) adj1
network) or ((Restriced adj1 Boltzmann) adj1 Machine) RBM)) or
((지식 adj 베이스) or (knowledge adj base*)))
(((감정* 기분* 표정* 심리* 사건* 사고* emotion* (fac* adj

상황이해 기술 (AB)

expression*) psychological* accident* circumstance*) near3 (인
식* 인지* 이해* 탐지* recogni* detect*)) or (감정* adj 표현*) or
(Emotion* adj Expression*))
(((자연어 ADJ 이해) or (자연언어 ADJ 이해) OR (자연어 ADJ 처리) (자
연언어 ADJ 처리) or (어휘 adj 분석) or (형태소 adj 분석) or (구문 adj

언어이해 기술 (AC)

분석) or (시맨틱 adj 파싱) or (파서 adj 트리) or (의미 adj 분석) or (의
미망 워드넷) or (화용 adj 분석) or (의미역 or 패러프레이즈) or ((대용
어 or 생략어 or 상호참조* or 중의성*) near3 (해결* or 해소* or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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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atural adj language adj understanding) or (natural adj
language adj processing) or (Morpholog* adj analys*) or
(Syntactic* adj analys*) or (Semantic* adj parsing) or (parser
adj tree) or (Semantic* adj analys*) or ((semantic adj network)
wordnet) or (Pragmatic* adj analys*) or (("semantic role" or
paraphras*) near3 (recogni* or identifi*)) ((anaphor* or abbreviat*
or coreference* or disambiguat*) near3 (resolution))) OR (((언어*
or 자연어* (자연* adj 언어*) or language*)) AND (((((질문* 질의*
문제*) adj (분석* 해석*)) OR (질문* 질의* 문제*) near2 (응답* 답
변* 대답* 해답* 정답* 답변*)) OR (((question* query* problem*)
adj (analys*)) ((question* query*) near2 (answer* respons*))))))

제

OR ((번역* translat*)) or (음성 adj 합성*) (음성 adj 변환*) (tex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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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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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디오* 이미지* 사진* video* image* picture*) and (사물*
시각이해 기술 (AD)

오브젝트* 물체* 행동* 배경* object* act* behavior* background*)
and (인식* 인지* ((특징* 벡터* vector* feature*) near3 (추출*
extract*)) recognit*))

(((((뇌* 브레인*) adj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 머신* 로봇*)) near2
(인터페이스* 접속* 연결*) ((brain*) adj (computer* hardware*
인식 및 인지기술 (AE)

machin* robot*)) near2 (interfac*))) or (((뇌* 브레인* brain*)
NEAR2 (인터페이스* interfac*))) or ((뉴로* adj 피드백*) (neuro* adj
feedback*)) or ((bci bmi) AND (뇌* brain*)) OR (뉴로모픽* (인지*
adj 컴퓨팅*) Neuromorphic* (cognitive* adj computing)))

(2) 모집단 및 유효특허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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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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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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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동
향
분
석

모집단 91,070건의 특허 중에서 노이즈 필터링을 거쳐 26,508건의 유효특허를
선정하였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 세부기술 분야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학습 및 추론 기술(AA)이
아닌 타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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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분석 대상 특허 검색 모집단

세부기술

모집단
KR

US

JP

EP

CN

PCT

합계

학습 및 추론기술 (AA)

1,154

7,715

2,185

1,751

20,990

2,179

35,974

상황이해 기술 (AB)

1,735

1,140

1,143

394

2,325

445

7,182

언어이해 기술 (AC)

1,409

7,282

4,574

1,137

5,105

1,454

20,961

시각이해 기술 (AD)

2,532

6,527

2,206

1,482

11,026

1,215

24,988

인식 및 인지기술 (AE)

241

679

118

103

626

198

1,965

합계

7,071

23,343

10,226

4,867

40,072

5,491

91,070

[표 2-4] 분석대상 유효특허 수

세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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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특허수
KR

US

JP

EP

CN

PCT

합계

학습 및 추론기술 (AA)

653

1,809

409

399

2,173

1,015

6,458

상황이해 기술 (AB)

379

210

301

27

336

205

1,458

언어이해 기술 (AC)

1,054

2,345

1,944

690

2,921

1,209

10,163

시각이해 기술 (AD)

283

3,207

800

429

1,622

817

7,158

인식 및 인지기술 (AE)

150

417

66

76

390

172

1,271

합계

2,519

7,988

3,520

1,621

7,442

3,418

26,508

3. 특허출원 동향 분석
(1)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그림 2-4]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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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연도
국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한국 31 71 123 78 81 81 66 84 88 83 118 127 128 170 116 136 194 248 341 144 11 2519
미국 85 61 85 117 150 161 157 219 222 264 318 291 310 376 556 668 819 956 1131 903 139 7988
일본 170 151 198 222 187 215 188 215 219 172 167 170 170 150 154 173 199 148 165 81

6 3520

유럽 37 35 73 64 81 62 71 60 78 60 72 78 71 87 85 88 112 136 164 99

8

중국 11

15

13

18

34 39 50 4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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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75 97 175 165 214 285 329 503 553 959 1436 1889 541 7442

합계 334 333 492 499 533 558 532 619 682 676 850 831 893 1068 1240 1568 1877 2447 3237 3116 705 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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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 35%, 중국 32%, 일본 15%, 한국 11%, 유럽 7%의 비중으로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출원건수는 미국이 7,988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6년 한해만 1,436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중국의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그림 2-5] 국가별 세부기술 출원비중

국가별 세부기술 출원비중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출원을 뛰어넘은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학습 및 추론기술(AA), 언어이해
기술(AC)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학습 및 추론기술(AA), 언어이해 기술(AC) 분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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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기술(AE)은 미국출원이 우세하다. 상황이해
기술(AB)은 한국 출원이 가장 많으나, 국가별 출원 건수 격차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6]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제

2
장

[표 2-6]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연도
기술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AA 80 65 75 83 93 96 97 113 142 108 143 149 158 224 214 257 369 566 1070 1118 223 5443
AB 15 28 48 48 43 42 51 38 30 44 32 53 55 69 78 102 107 98 136 109 27 1253

인
공
지
능
기
술
특
허
출
원
및
소
송
동
향
분
석

AC 166 158 268 237 254 261 223 251 266 257 318 283 310 383 501 664 792 935 1117 1064 246 8954
AD 68 80 99 124 139 151 153 212 231 246 315 303 322 325 385 467 491 700 706 646 178 6341
AE

5

2

2

7

4

8

8

5

13

21

42 43 48 67 62 78 118 148 208 179 31 1099

합계 334 333 492 499 533 558 532 619 682 676 850 831 893 1068 1240 1568 1877 2447 3237 3116 705 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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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세부기술별 특허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언어이해 기술 (AC)
39%, 시각 이해 기술 (AD) 27%, 학습 및 추론 기술 (AA) 24%, 상황이해 기술
(AB), 인식 및 인지기술 (AE) 각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학습 및 추론 기술(AA)의 3개 분야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황이해 기술(AB)과 인식 및 인지기술(AE)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송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세부기술별 출원 트렌드를 살펴보면, 시각 이해 기술(AD)의 경우 과거부터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분야였으며 2010년 이후 출원건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습 및 추론기술 (AA)은 최근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임을 증명하였다.

30

(3) 출원인별 동향
가. 주요출원인 TOP 20
[그림 2-7] 주요출원인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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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출원 TOP 3는 모두 미국 기업으로 IBM, Microsoft,
Google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3개 社의 출원건수 합계는 총 2,085건에 달한다.
특히 IBM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기술별
비중은 언어이해 기술(AC), 학습 및 추론기술(AA), 인식 및 인지기술(AE), 시각
이해 기술(AD), 상황인식 기술(AB) 순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GOOGLE의 출원 특허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기업답게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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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원의 특징은 기업보다는 대학을 위주로 다수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체인 BAIDU를 제외하면 톈진대, 베이징 이공대 등의 대학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0~5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한 중국의
대학의 수는 20여 대학에 이른다.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출원이 국가 주도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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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출원인 현황
[표 2-7] 세부기술별 출원인 현황
학습 및 추론기술
(AA)

상황이해 기술
(AB)

언어이해 기술
(AC)

시각이해 기술
(AD)

인식 및 인지기술
(AE)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GOOGLE
[미국]

226

SONY[일본]

38

IBM[미국]

581

CANON
[일본]

258

IBM[미국]

96

IBM[미국]

201

삼성전자
[한국]

36

MICRO
SOFT
[미국]

333

SONY
[일본]

194

톈진대학
[중국]

50

QUALCOMM
[미국]

155

한국전자통신
연구원[한국]

28

한국전자통신
연구원[한국]

271

삼성전자
[한국]

165

SK HYNIX
[한국]

44

삼성전자
[한국]

148

NTT[일본]

20

TOSHIBA
[일본]

263

TOSHIBA
[일본]

141

INTEL[미국]

43

MICROSOFT
[미국]

133

SEIKO
EPSON
[일본]

16

FUJI FILM
[일본]

219

MICRO
SOFT
[미국]

104

삼성전자
[한국]

27

FUJITSU
[일본]

61

NEC[일본]

15

GOOGLE
[미국]

218

NEC[일본]

102

남중국공과
대학[중국]

21

중국과학원
[중국]

57

IBM[미국]

14

NTT[일본]

202

GOOGLE
[미국]

98

베이징이공
대학[중국]

19

VIA ALLIANCE
SEMICONDU
CTOR[미국]

55

MATSUSHITA
ELECTRIC
[일본]

12

FUJITSU
[일본]

130

FUJI FILM
[일본]

90

MATSUSHITA
ELECTRIC
[일본]

19

INTEL[미국]

52

TOSHIBA
[일본]

11

삼성전자
[한국]

106

OMRON
[일본]

67

QUALCOMM
[미국]

18

한국전자통신
연구원[한국]

52

CANON
[일본]

11

NEC[일본]

103

IBM[미국]

65

고려대[한국]

16

학습 및 추론기술(AA)의 상위 출원인은 Google, IBM, Qualcomm으로 조사
되었다. Qualcomm은 2017년 7월, ‘스냅드래곤 Neural Processing Engine’을
공개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딥러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모바일 딥러닝 기술 관련 특허들을 출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상황이해 기술(AB)분야의 다출원인 1위인 SONY는 음성신호 처리를 통한
감정인식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ONY는 예전
부터 아이보와 같은 반려동물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봇은 감정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은 IBM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IBM은 인식 및 인지기술(AE)분야에서 상위 출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톈진
대학은 뇌파분석기반의 Brain Computer Interface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상위에 랭크되었다. SK Hynix 역시 뉴로몰픽 칩을 개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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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PE 현황
[표 2-8] 세부기술별 NPE 현황
학습 및 추론기술
(AA)
출원인

상황이해 기술
(AB)

언어이해 기술
(AC)

시각이해 기술
(AD)

인식 및 인지기술
(AE)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VMWARE

4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1

CREDIT
SUISSE

16

CREDIT
SUISSE

6

INTELLECTUAL
VENTURES

4

DOLBY
LABORATO
RIES
LICENSING

3

VISTO

5

INTELLECTUAL
VENTURES

6

UNIVERSITY
OF CALIFO
RNIA

4

5

UNIVERSITY
OF UTAH
RESEARCH
FOUNDATION

1

3

ARM

3

VMWARE

2

MONUMENT
PEAK
VENTURES

INTELLECTUAL
VENTURES

2

DOLBY
LABORATORIES
LICENSING

2

INNOBRILLI
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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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1

AMERICAN
VEHICULAR
SCIENCES

2

MONUMENT
PEAK
VENTURES

1

RPX

1

OBJECT VIDEO

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1

WORD TO
INFO

1

INTELLECTUAL
DISCOVERY

2

UNIVERSITY
OF UTAH
RESEARCH
FOUNDATION

1

ROSE BLUSH
SOFTWARE

1

RPX

1

THE PENN
STATE
RESEARCH
FOUNDATION

1

PORTAL
COMMUN
ICATIONS

1

UNIVERSITY
OF
CALIFORNIA

1

S AQUA
SEMICOND
UCTOR

1

OPEN
INVENTION
NETWORK

1

UNIVERSITY
OF PENNSY
LVANIA

1

UNIVERSITY
OF
NEW YORK

1

THE INVENTION
SCIENCE
FUND I

1

1

ROTHSCHILD
MOBILE
IMAGING
INNOVATIONS

1

MAXELL

1

INTELLIGENT
VERIFICATION
SYSTEMS

1

GODO KAISHA
IP BRIDGE 1

1

UNIVERSITY OF
FLORIDA

1

HYPER
SEARCH

UNIVERSITY
OF
FLORIDA

ROTHSCHILD
MOBILE
IMAGING
INNOVATIONS

34

1

[표 2-9] 세부기술별 NPE보유특허 비중

세부기술

출원건수 합계

NPE 보유특허수

NPE 보유특허비중

학습 및 추론기술 (AA)

5443

21

0.39%

상황이해 기술 (AB)

1253

1

0.08%

언어이해 기술 (AC)

8954

31

0.35%

시각이해 기술 (AD)

6341

36

0.57%

인식 및 인지기술 (AE)

1099

9

0.82%

ㅤ합계

23090

98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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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에서 출원된 특허 23,090건 중에서 NPE 보유특허는 98건으로
0.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까지는 NPE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NPE는 시장이 성숙하였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NPE로부터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NPE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자본력으로 대체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NPE는 특허 출원이나 매입이외에도 특허 라이선스나 특허공유 등 다양한 방법
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요한다.
세부기술별로 주요 NPE를 살펴보면,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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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DOLBY LABORATORIES LICENSING, ARM 등이, 언어이해 기술
(AC) 분야에서는 CREDIT SUISSE, VISTO 등의 NPE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각 이해 기술(AD）분야에서는 CREDIT SUISSE,
INTELLECTUAL VENTURES, MONUMENT PEAK VENTURES 등이, 인식
및 인지기술(AE) 분야는 INTELLECTUAL VENTURES 등의 NPE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5) PCT 출원 동향
가. 연도별 출원동향 및 국가별 비중

[그림 2-8] 국가별/연도별 PCT 출원동향
* 국제출원서 수리관청 기준
* 기타 - 호주,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연도별 PCT 특허출원 동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PCT 출원서 수리관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이 43%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 각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기술분야에 대한 PCT 출원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인공지능 기술 관련 PCT 출원에서 미국 집중도가
더 높은 편이다. 미국 기업들이 PCT를 통해 다른 국가에도 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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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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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세부기술별 PCT 출원동향 및 비중

언어이해 기술(AC), 학습 및 추론 기술(AA)분야가 각각 35%, 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분야는 2015
년부터 최근까지 출원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기술 분야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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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T 출원인 TOP 10

[그림 2-10] PCT 출원인 TOP 10

Microsoft와 Google이 각각 1, 2위로,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출원인 대부분이 기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PCT 출원 건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 출원은 대학이 주도하고 있으며, PCT 출원은 IT 기업인 Huawei,
Alibaba, Tencent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출원인 중에서
Cambricon은 Huawei의 자회사로, 딥러닝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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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 현황
가. 연도별 등록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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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연도별 등록특허 건수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등록건수는 출원건수 증가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 특허 중 등록 특허의 비율은 평균 54%이다(2016년
이후 출원 건 제외). 등록률은 전체 공개 건을 분모로 하고, 등록 건을 분자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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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연도별 등록특허 비중 및 연도별 평균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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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등록특허 비율

[그림 2-13] 세부기술별 등록특허 비율

시각이해 기술(AD)분야는 세부기술 중에서 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
조사되었다. 등록특허비율이 55%로 잠재적인 분쟁 발생가능성도 높은 분야라고
판단된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과 언어이해 기술(AC) 분야는 각각 35%로
비교적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학습 및 추론 기술(AA)과 언어이해 기술
(AC) 분야는 과거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로서 다수의 특허장벽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는 최근에 급격히 출원건수가 증가
하고 있는 분야로서, 최근 출원된 특허들의 향후 등록 가능성이 어떠할지 추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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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등록특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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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국가별 등록특허 비율

등록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대상 특허 중 60% 가량이
등록되었다. 미국과 심사실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한국과 일본 역시 각각
54%, 45%의 등록률을 보였다.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는 유럽의 경우 등록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등록특허
비율은 19%에 불과하나, 최근 출원된 특허들이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향후
심사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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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소송 동향 분석

1. 분석대상 소송 모집단
(1) 소송 수집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소송 사례를 수집
하였다. 그리고 수집 기간에 있어서 최근 10년(2009년 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26일 사이)동안에 제기된 소송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소송사례 수집에 있어서 우선 특허출원 동향 분석에서 조사된 전체
미국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소송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지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판결문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수집하여 인공
지능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보고서나
법률, 특허 관련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분쟁사례로 지목된 소송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소송 사례는 모두 117건이다.

(2) 소송에 사용된 특허 모집단
수집된 117건의 소송에서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는 총 79
건이다. 기술분야 별로 살펴보면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가 12건, 상황이해
기술(AB) 분야가 4건, 언어이해 기술(AC) 분야가 26건, 시각이해 기술(AD)
분야가 33건, 인식 및 인지기술(AE) 분야가 4건이다. 대부분의 분쟁이 학습 및
추론기술(AA),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분야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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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통계
(1) 연도별 소송 발생 건수
인공지능 관련 특허소송은 최근 10년간 117건 제기되었다. 이 중 2018년 11월
현재 104건이 종결되었고, 13건이 소송계속 중이다. 전체 소송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 소송 발생 건수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소송이 급증한 연도에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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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제기 건수

연도

소제기 건수

2009

8

2014

24

2010

7

2015

13

2011

9

2016

18

2012

7

2017

21

2013

3

2018

7

[그림 2-16] 연도별 소송 발생 건수

다만, 세부기술 분야별로 살펴볼 때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의 소송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에서도 최근 3년간 매년 4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 중이다.
이에 반해 시각이해 기술(AD) 분야는 소송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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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AA

0

1

4

0

1

AB

0

1

1

0

0

AC

5

4

0

2

1

AD

3

1

5

5

1

AE

2013

0

0

0

0

0

2014

2015

2016

2017

2018

AA

1

2

4

4

2

AB

0

0

0

0

0

AC

2

8

12

17

4

AD

20

4

3

1

1

AE

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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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기술분야별 소송 발생 건수

(2) 소제기 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장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와 관련된 사건은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재판적(venue)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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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이를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라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소송의 31%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ex)에 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으로 유명하다.7) 이로 인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James Rodney Gilstrap
판사 한 명이 전체 인공지능 특허소송의 26%를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다음으로 델라웨어 지방법원(24%),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12%)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8]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 소제기 법원

7)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원인으로 ①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관내의 주민들 대부분이
국가에서 부여한 특허에 대한 존중의식이 강한 편이고, ② 특허재판에 열정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많아 대리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③ 특허소송절차가 예측가능하게 운영되고 있고, ④ 이 지역에 있는 텍사스 인스투르먼트사 등이 경영이 어려워진
후 특허권을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한 것에, 정준영·손천우, “미국연방법원 방문 및 FCBA 컨퍼런스
참가보고서”[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2015.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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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 기간 전체 특허소송과 비교할 때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집중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 기간에 총 43,065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
는데 그 중 26%인 11,008건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0] 전체 기술분야 특허소송 소제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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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법원 동향은 2017년 5월에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 이후 변화를 겪는다.8) TC Heartland 판결의 요지는 특허권자에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쇼핑을 제한하는 것이다. TC Heartland 판결 이후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집중되던 특허소송이 델라웨어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8)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137 S. Ct. 1514 (May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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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C Heartland 판결 이후인 2017년 6월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건을 살펴보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46%가 제기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2-21] TC Heartland 판결 이후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 소제기 법원

다만 TC Heartland 판결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이나 영업소 설치 없이 수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TC Heartland 판결 이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소송결과
전체 117건의 소송 중 소송계속 중인 건과 이송판결을 제외하면 91건이 남게
된다. 91건 중 79.1%인 72건이 합의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결로
승패가 명확히 갈린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소송이 합의로 종결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합의 종결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인공지능 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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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만의 특징은 아니다. 대부분의 특허소송 역시 특허청구항 해석
<Markman Hearing> 이전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되며, 변론절차(trial)을 거쳐
판결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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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 소송 결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주로 침해피의자 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판결로 승패가 갈린 12건 중
특허권자가 승소한 경우는 3건이고, 침해피의자가 승소한 경우는 9건이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판결의 특허관련 사항들인 침해 여부, 무효 여부, 권리행사
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침해나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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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항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

동의판결
(Consent
Judgment)

소장 답변서에
기한 판결
(Judgment
on the
Pleadings)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침해

1

0

0

0

2

0

3

비침해

0

4

0

4

5

0

13

무효

0

0

2

6

4

0

12

유효

0

1

0

0

4

0

5

실효사유
존재

0

0

0

0

0

0

0

실효사유
무존재

0

1

0

0

1

0

2

정식재판 판결 법률문제판결
(Trial)
(JMOL)

합계

[표 2-10] 소송절차에서 내려진 특허관련 판단 사항

소송절차에서 특허권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기술
특허가 무효로 판단된 근거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
이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특허에 특유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에서는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01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무효
사유인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를 제치고 특허적격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가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적격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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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에
기한 판결
약식판결
(Judgment (Summary
on the
Judgment)
Pleadings)

무효사유
(해당조문)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

동의판결
(Consent
Judgment)

정식재판
판결
(Trial)

특허적격성
(101조)

0

0

2

3

0

0

5

신규성
(102조)

0

0

0

1

3

0

4

(pre-AIA)
모인출원
(102(f)조)

0

0

0

0

1

0

1

(pre-AIA) 경합
(102(g)조)

0

0

0

0

0

0

0

진보성
(103조)

0

0

0

0

4

0

4

(pre-AIA) 최적
실시예 개시
(112조)

0

0

0

0

0

0

0

불명확성
(112조)

0

0

0

4

0

0

4

실시 가능 요건
(112)

0

0

0

0

0

0

0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112조)

0

0

0

1

0

0

1

법률문제판결
합계
(J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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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소송절차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의 근거 조항

(4) 원피고
특허침해소송에 가장 많이 관여한 당사자를 살펴보면, 원고로 관여한 당사자와
피고로 관여한 당사자가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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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로 분류되는 IPA Technologies, Word To Info, Intellectual Ventures는
원고로서만 소송에 관여한 반면, Google, Microsoft와 같은 IT 기업은 피고로
소송에 다수 관여하였다. Google이 원고로 소제기 한 것으로 표시된 2건은
Google이 해당 특허를 양수하기 이전에 제기된 것이고, Microsoft의 원고로서의
소제기는 무효를 다투는 반소였다는 점에서,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침해를
주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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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사항은 Emmanuel C. Gonzalez라는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는
개인이 2014년에만 16건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웹사이트의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에 제기한 1건
의 소송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Party

Total Cases

Cases as Plaintiff

Cases as
Defendant

IPA Technologies Inc.

23

23

0

Emmanuel C. Gonzalez

19

19

0

Google Inc.

10

2

8

Word To Info Inc

8

8

0

Microsoft Corporation

7

1

6

Intellectual Ventures

7

7

0

Nuance Communications, Inc

5

3

2

Phoenix Solutions, Inc

5

4

1

Adiscov, L.L.C

5

4

1

IXI IP, LLC

5

4

1

[표 2-12] 소송관여 당사자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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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통계
(1) PTAB Trial 개요
2012년 시행된 미국 개정 특허법, 일명 AIA 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 Act)에서는 등록특허의 재심사절차에 대한 변화를 주었다.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 Grant
Review), CBMR(Coverd Business Method Reviews)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
IPR, PGR, CBMR이 PTAB Trial이다.
기존의 당사자계 재심사제도에서는 심사관이 등록특허의 비특허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였으나, PTAB Trial에서는 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행정청이 무효 여부를 결정해주던 방식에서 당사자들이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무효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제도 운영 초기
다수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매년 무효로 판단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용도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비용에 비해 적다는 것이지 우리 중소
기업이 부담하기에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PTAB Trial 제기를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PTAB Trial의 특이한 점이라면 2단의 구조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IPR을
예로 들면, 청구인이 IPR을 청구하면 PTAB은 우선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진행하게 된다(1단계).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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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to prevail)이 인정되어야 절차가 개시된다. 절차
개시가 거부되면 실질적인 무효 여부를 PTAB에서 다투지 못하고 바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PTAB에서 다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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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기술 PTAB Trial 통계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에 사용된 특허에 대해 총 43건의 PTAB Trial이 제기
되었다. 43건 중 2018년 11월 현재 심결이 나오지 않은 8건을 제외한 35건에
대한 승패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자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났다.

[그림 2-23] 인공지능 기술 PTAB Trial 결과

우선 개시율(institution rate)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청구된
43건의 PTAB Trial 중 17건만이 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즉, 전체 신청 건수의
60%는 심판장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특허권자의 승리로 종결된 것이다. 전체
기술분야에 대한 개시율을 살펴보면 2013년 87%에 이르던 개시율이 2018년
60%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는 개시율이
그에도 못 미치는 4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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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결(Final Decision)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비율도 전체 기술 분야와
비교할 때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무효율이 현저히 낮다. 전체 기술 분야에 대해
서는 최종 심결에서 전체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비율이 64%에 달한다.
PTAB Trial이 특허권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최종 심결에서는 전체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된 비율은 37.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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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전체 기술분야 PTAB Trial 결과

개시율과 최종 심결에 대한 통계를 모두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에
사용되는 특허가 일반적인 특허에 비해 강도가 센 특허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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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제3장 인공지능 기술 분쟁(소송) 사례 심층 분석
제1절

심층 분석 대상 결정 기준

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소송까지 제기된 분쟁의 80% 정도가 합의로 종료되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문서를 얻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장의 내용을 위주로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아닌 소송의 판결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침해 대응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심층 분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우리기업에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침해 대응의 대표적 방안인
무효 주장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무효를 주장한 사례, 신규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02조에
의한 무효를 주장한 사례, 기재불비와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의한 무효를
주장한 사례를 각각 선정하였다.
제101조 사례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가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제102조 사례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는
특허문헌보다는 비특허문헌에 관련 내용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제112조 사례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동작을 기재할 때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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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쟁(소송) 심층 분석

1. 제101조 사례 - Purepredictive, Inc. v. H2O.AI, Inc
(1) 개요
제101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례는 머신러닝 서비스 업체끼리의 분쟁 사례이다.
머신러닝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나 특허적격성의 관점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 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된 상황
이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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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경과
Purepredictive, Inc(이하 PPI)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7
년 5월, PPI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H2O.
AI, Inc(이하 H2O)가 미국 특허 제8,880,446호(이하 `446특허)를 직접침해 및
유도침해하였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446특허는 예측
분석을 통해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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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urepredictive v. H2O.AI 개요

PPI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H2O는 `446특허가 특허적격성이 없어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이유로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각하를 청구하였다.
이제 소송의 핵심 쟁점은 `446특허의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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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미국특허 제8,880,446호 서지사항

(3)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의 Alice 판결9)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Alice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특허적
격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Alice Test이다.

9)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60

Alice Test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테스트에서는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는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단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2단계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2단계에서는 청구항의 성질을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킬만큼 충분한 발명적인 컨셉이 추가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본 소송에서도 Alice Test를 통해 `446특허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였다.

(4) ’446 특허의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
가. Alice Test 1단계
문제가 된 ’446 특허의 청구항 제1항은 다음과 같다.

1. An apparatus for a predictive analytic factory, the apparatus comprising:
a receiver module configured to receive training data for forming a predictive
ensemble customized for the training data;
a function generator module configured to pseudo-randomly generate a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based on the training data without prior knowledge regarding suitability
of the generated learned functions for the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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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ction evaluator module configured to perform an evaluation of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using test data and to maintain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evaluation metadata comprising one or more of an indicator of
a training data set used to generate a learned function and an indicator of one or more
decisions made by a learned function during the evaluation; and
a predictive compiler module configured to form the predictive ensemble,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a subset of multiple learned functions from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elected and combined based on the

(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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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le set synthesized from the evaluation meatdata to direct data through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uch that different learned functions of the ensemble process different
subsets of the data based on the evalu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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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는 PPI의 `446특허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프로세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20는 PPI의 특허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의 사용을 독점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어서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2O는 PPI의 특허가 컴퓨터 관련 기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 관련
기술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H20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Synopsys 판결10)과
이번 사건이 닮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PPI는 `446특허의 명세서와 청구항을 살펴볼 때 본 사건은 Synopsys 판결의
사례와는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PPI는 오히려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McRO 판결11)을 인용하며 `446특허 역시 정보들을 특정한 규칙에 의해 규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한 포맷으로 변형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자동
화와는 다르므로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H2O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법원은 `446특허의 각 단계를 예시
하며 청구항이 정신적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며, 예측 분석을 수행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나. Alice Test 2단계
H2O는 PPI의 청구항에는 특허적격성을 갖는 출원으로 전환될 정도의 충분한
발명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PPI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합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발명적 개념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PPI의 청구항의 문제해결 방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기에 Alice Test 2단계를 통과할만한
발명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10) Synopsys, Inc. v. Mentor Graphics Corp., 839 F.3d 1138 (Fed. Cir. 2016).
11)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erica, Inc., 837 F.3d 1229 (Fed. Ci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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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방법원은 `446특허가 수학적 함수의 조작에 관한 추상적인 컨셉에 불과하고,
컴퓨터를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기술에 특정한 진보를
가져오는 발명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446특허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며 소를 각하하였다. PPI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6) 시사점
인공지능 특허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관련 특허에서 최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특허적격성 요건이다. 특히 2014년 연방대법원의 Alice 판결이
있기 이전에 등록된 특허들은 특허적격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청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허침해주장에 사용된 특허가 2014년 이전 등록된 것이라면
특허적격성 결여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

하지만 실무적으로 특허적격성이 있는 청구항과 그렇지 않은 청구항을 구분
하기란 쉽지 않다. Alice 판결 이후에 내려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여러 판결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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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특허적격성이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어느 판사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특허적격성 판단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12)
미국 특허청(USPTO)에서 특허적격성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를
matter)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Step 1). 나머지 단계들은 Alice test의 두 단계와

(

받을 수 있는 대상(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인
공
지
능
기
술
분
쟁
소
송

)

대응된다. 제2단계로 청구항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

12)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별로 특허적격성 인정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에, 이상욱, “UI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LG전자의
특허침해를 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P Insight (2018. 2. 12.),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nav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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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한다(Step 2A). 인공지능 특허와 같은 소프트
웨어적인 특징을 갖는 청구항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생명
과학 관련 청구항은 자연현상에 해당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제3단계로 청구항에
특허적격성을 갖는 출원으로 전환될 정도의 충분한 발명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Step 2B). 이른바 ‘significantly more'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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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특허청의 특허적격성 테스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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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특허청은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심사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13) 미국 특허청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구항이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기존의 중요 판례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본 사안을 포함한
특허적격성이 문제된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기존에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사례와
자신의 청구항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침해피의자 측에서는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사례와 특허권자의 청구항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사례의 청구항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항 기재 방식과 인정 이유를 참고하면 인공지능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때
가져가야 할 청구항 작성 방법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lice Test 통과여부
소송 명칭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erica Inc, et al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

(2단계) 특허적격성
인정요소 존부

No

-

대표 청구항
(US 6,307,576 - Claim 1)
1. A method for automatically animating lip synchronization and facial expression of threedimensional characters comprising:
obtaining a first set of rules that define output morph weight set stream as a function of
phoneme sequence and time of said phoneme sequence;
obtaining a timed data file of phonemes having a plurality of sub-sequences;
generating an intermediate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nd a plurality of transition
parameters between two adjacent morph weight sets by evaluating said plurality of subsequences against said first set of rules;

13) USPTO의 subject matter eligibility와 관련된 심사 가이드라인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2018년에만 4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다.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examination-policy/subject-matter-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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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ng a final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t a desired frame rate from said
intermediate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and said plurality of transition parameters;
and
applying said final stream of output morph weight sets to a sequence of animated
characters to produce lip synchronization and facial expression control of said animated
characters.
특허적격성 인정 이유

• 청구된 발명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인정 받음.
• 청구항 내에 기재된 규칙은 특정 변수를 음소의 배열 및 배열과 관계된 시간의 함수로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확히 특정되어 있음.
• 이러한 규칙에 따라 애니메이션화를 진행할 경우 엄밀한 수학적 계산 없이 사람의 주관에 의해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던 종래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미세한 조정도 가능함.
• 청구된 발명은 단순히 기존의 방법을 컴퓨터 기반으로 자동화시킨 것에 불과하지 않음.
• 청구된 방법발명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명확히 한정되어 있어 일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립싱크 기술분야를 선점할 우려가 없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화
기술을 개선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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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Test 통과여부
소송 명칭

Core Wireless Licensing S.A.R.L v. LG
Electronics, Inc.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

(2단계) 특허적격성
인정요소 존부

No

-

대표 청구항
(US 8,434,020 - Claim 1)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displays a limited list of data offered within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each of the data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enable the selected data to be seen within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is displayed while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are in an
un-launched state.

)

an 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

(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enu
listing one or more applications,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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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적격성 인정 이유

• 청구항이 컴퓨터 장치의 향상된 UI에 대한 것이어서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음.
• 종래에 정보를 요약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청구항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전자장치에서 정보를 요약하고 표현하고
있음. 즉, 종래의 시스템에 특정한 진보를 가져오는 청구항에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것임.
• 또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도 작은 화면을 갖는 전자장치를 위한 향상된 UI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언급함.

Alice Test 통과여부
소송 명칭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

Visual Memory LLC v. NVIDIA Corporation

No

(2단계) 특허적격성
인정요소 존부
-

대표 청구항
(US 5,953,740 - Claim 1)

1. A computer memory system connectable to a processor and having one or more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said characteristics being defined through
configuration by said computer based on the type of said processor, wherein said system is
connectable to said processor by a bus, said system comprising:
a main memory connected to said bus; and
a cache connected to said bus;
wherein a programmable operational characteristic of said system determines a type of
data stored by said cache.

특허적격성 인정 이유

• 청구항은 개선된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카테고리 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님.
• 청구항은 컴퓨터 능력에 관한 특정한 기술적 개선에 대해 청구하고 있으며, 명세서에는 이러한
기술적 개선으로 인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개선된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수의 이점들이 명세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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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Test 통과여부
소송 명칭

(1단계) 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

(2단계) 특허적격성
인정요소 존부

No

-

Thales Visionix Inc v. United States.
대표 청구항

1. A system for tracking the motion of an object relative to a moving reference frame,
comprising:
a first inertial sensor mounted on the tracked object;
a second inertial sensor mounted on the moving reference frame; and
an element adapted to receive signals from said first and second inertial sensors and
configured to determine an orientation of the object relative to the moving reference frame
based on the signals received from the first and second inertial sensors.
특허적격성 인정 이유

• 청구된 발명은 종래의 통상적인 관성 추적 시스템과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준
프레임에서의 객체 추적을 측정하는 관성 센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움직이는 기준 프레임
자체의 회전 및 위치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불필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플랫폼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성 추적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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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과학기술의 기본적 도구들을 독점하는 것으로까지 특허의 보호를 확장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도, 모든 발명은 어느 정도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현, 사용, 반영, 기반 또는 적용하고 있음을 전제함.
• 청구항이 움직이는 기준 프레임에 대한 움직이는 객체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수학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성 센서들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기준 프레임에
대한 움직이는 객체의 상대적 위치 및 방향을 측정할 때의 오차를 줄이는 것을 청구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청구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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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2조 사례 - Phoenix Solutions, Inc. v. West Interactive Corp.
(1) 개요
제102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례는 음성 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기초로
한 특허침해소송이다. 특허침해주장에 대응하여 침해피의자 측에서는 비특허
문헌을 기초로 신규성 상실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였다. 특히 해당분야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신규성 상실을 이끌어낸 사례여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2) 소송 경과
2008년 2월 Phoenix Solutions, Inc(이하 Phoenix)는 DirecTV Group, Inc
(이하 DirecTV)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DirecTV가 Phoenix의
미국특허 제6,615,172호, 제7,139,714호, 제7,050,977호, 제7,225,125호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09년 9월 법원은 DirecTV는 Phoenix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West Interactive Corp(이하 West)가 제공한 음성
인식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Phoenix는 2009년 11월에 West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한 특허와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1] Phoenix v. West 계쟁 특허 및 계쟁 청구항
계쟁 특허

계쟁 청구항

US 6,633,846

1, 34, 36, 37

US 7,277,854

1, 8, 9, 12, 13

US 6,665,640

30, 35

US 7,555,431

1, 2, 6, 7, 9, 10, 14, 15

Phoenix는 West의 CLASS 플랫폼이 이들 계쟁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West는 계쟁 특허 모두가 신규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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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미국특허 제6,633,846호(이하 ’846 특허)에 대해서는 West가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West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그 판단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나머지 계쟁특허인 미국특허 제7,277,854호(이하 ’854 특허),
제6,665,640호(이하 ’640 특허), 제7,555,431호(이하 ’431 특허)에 대해서는
West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신청을 받아들여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하였다. 이제 이 분쟁의 쟁점은 ’854 특허, ’640 특허, ’431
특허의 신규성 결여 여부가 되었다.

(3) 신규성 무효 판단
가. 신규성 판단 기준 및 본 사안의 임계일(critical date)
West는 약식판결을 청구하며 계쟁 청구항의 모든 한정요소가 이전의 공중 사용
(public use)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의 무효사유
14)

근거조항은 미국 특허법 제102조(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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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02조(b)에 따르면 미국에 특허 출원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 또는 해외에서 특허 받거나 인쇄된 출판물에 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미국
에서 공중 사용 또는 판매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854 특허, ’640 특허, ’431 특허 모두 1999년 11월 12일이 우선일이기 때문에,
이들 특허의 임계일은 1년 이전인 1998년 11월 12일이 된다.

나. 신규성 판단 진행 개요
West는 Galaxy System과 SpeechMania System의 공중 사용으로 이들 3개

(

특허가 모두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증거를 통해 West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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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청구항 각각의 한정사항이 어떻게 개시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14) 35 U.S.C. 102(b) (pre-AIA):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on sale in this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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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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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중에서 MIT에서 개발한 Galaxy System이 계쟁 청구항의 각 한정
사항을 개시하고 있고, West의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 기준(clear and
convincing standard)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West가 증거 제출에 관련된
초기 부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실의 진정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Phoenix에게 전환되었다. 하지만 Phoenix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법리 다툼과 청구항과 Galaxy System이 대응되는지에 대한 청구항
다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 법리 다툼
Phoenix는 증언의 신빙성을 포함한 다양한 법리 다툼을 시도하였다. 크게
Phoenix는 5가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첫째로, Phoenix는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West가 데려온
증인인 Schmandt 박사는 Galaxy System을 개발한 MIT의 멤버가 아니고,
단지 Galaxy system을 테스트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Phoenix는
Schmandt 박사가 Galaxy system을 테스트한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West에 의해 Schmandt
박사가 Galaxy system의 성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법원은 증인의 제자가 Galaxy system의 일부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Phoenix의 첫 번째 주장을 배척하였다.
둘째로, Phoenix는 증언에 대한 보강증거(corroboration)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강증거로 제출된 논문은 우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정황증거와 같은 보강증거는 우선일 이전에 작성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증언을 보강하는 논문 자료가 1998년 12월 2일에
발표되어 임계일인 1998년 11월 12일보다는 늦게 발표된 것이지만, Galaxy
System이 임계일 이전에 사용되었다는 Schmandt 박사의 증언을 보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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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Galaxy System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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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Phoenix는 Galaxy system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불과하여 하드웨어
구성이 없기 때문에 공중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MIT
에서 실제로 전화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이 있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Phoenix의 논리를 이용해
Phoenix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West가 제출한 논문 중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각각 여러 개의 논문에 기재되었을 뿐이며, 이들 기능이 모두 Galaxy system에

15) Chao Wang, “Porting the Galaxy System to Mandarin Chinese” (199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하는 논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Galaxy system의 여러 기능이

(

넷째로, Phoenix는 Galaxy system에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개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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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Phoenix의 주장을 배척
하였다.
마지막으로, Phoenix는 MIT가 Galaxy system을 시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 제102조(b)에서 말하는 공중 사용(Public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특허법 제102조(b)의 법문에
기재된 공중 사용이 시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New Railhead 판결을 인용하며 Phoneix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청구항 대응 다툼
Phoenix가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까지 불사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간
이유는 사실상 청구항의 모든 구성이 Galaxy System과 대응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구항과 Galaxy System이 대응되느냐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싱겁게 끝나고 만다. 이하에서는 청구항 대응 여부에서 다퉈졌던 2가지
쟁점만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계쟁 청구항 중 대표 청구항이라 할 수 있는 ’854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첫 번째 쟁점은 Galaxy System이 연속적으로 입력된 자연언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두 번째 쟁점은 Galaxy System이 멀티 도메인 방식으로
자연언어 쿼리를 처리하느냐 여부였다. 멀티 도메인 방식이란 특정 주제(도메인)와
관련된 단어를 먼저 검색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도메인)으로 넘어가서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음성인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Schmandt 박사가 Galaxy System은 연속적인
화자 독립형 인식 엔진과 멀티 도메인 쿼리 방식을 갖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West에서 제출한 여러 논문이 Schmandt 박사의 증언을 보강하였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항 구성과 Galaxy System이 대응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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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ethod of interacting with a user of a natural language query system comprising
the steps of:
a) providing a speech recognition engine adapted to recognize a first set of words
and/or phrases from a user during an interactive speech session;
wherein said first set of words and/or phrases can include a natural language query
presented as continuous natural language spoken data;
b) providing a database of query/answer pairs concerning one or more topics which
can be responded to by the natural language query system during said interactive speech
based session with a user;
c)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routine adapted to process said first set of words
and/or phrases and identify a response to said natural language query based on said query/
answer pairs;
wherein said natural language routine is adapted to consider only a subset of said
first set of words and/or phrases, and further can consider words and/or phrases in said
natural language query which are not present in said query/answer pairs to determine said
response;
d) providing an interactive electronic agent coupled to said natural language routine
and configured to:
i. provide a prompt to the user during said interactive speech based session with
suggestions on queries which can be made to the natural language query system;
ii. provide a confirmation of a substance of said natural language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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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vide said response to the user from the natural language query routine.

(4) 결론
지방법원은 MIT에서 개발된 Galaxy system이 임계일 이전에 공중 사용되었
다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854 특허, ’640 특허, ’431 특허 모두의 계쟁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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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효사유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선행문헌에 의한
무효사유인 신규성, 진보성 무효사유일 것이다. 본 사안 역시 선행문헌에 의한
신규성 상실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여서 일반적인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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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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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기술 분야에서는 특허문헌을 기초로 신규성 상실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과 비특허문헌을 이용해 신규성 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본 사안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경우 일부 특허는 심사과정에서도 특허문헌이 아닌
비특허문헌으로 등록여부가 다투어졌을 정도로 유사한 특허출원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눈을 돌려봐야 할 곳은 논문과 같은 비특허문헌이다. 또한 논문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논문 발표일 이전에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사안에
서도 논문 발표일이 임계일 이후였기 때문에 논문만을 증거로 제출해서는 신규성
무효를 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논문 발표 이전에 공중 사용을 하였다는 증언을
통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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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2조 사례 - Mastermine software, Inc. v. Microsoft Corporation
(1) 개요
제112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례는 데이터 발굴과 보고서 작성의 자동화와
관련된 특허를 기초로 한 특허침해소송이다. 이 사례에서는 하나의 청구항에서
장치와 그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커버하는 경우 불명확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청구할 때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2) 소송 경과
MasterMine Softwre, Inc(이하 MasterMine)은 Microsoft Corporation(이하
Microsoft)가 미국특허 제7,945,850호(이하 ’850 특허) 및 제8,429,518호(이하
’518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미네소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MasterMine이 특허침해를 문제삼은 청구항은 ’850 특허의 청구항 1, 8, 10, 12와
’518 특허의 청구항 1, 2,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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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asterMine v. Microsoft 개요

’850 특허와 ’518 특허는 모두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

management, CR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발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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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 특허에는
전자 워크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대용량의 CRM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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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미국특허 제7,945,850호 서지사항

MasterMine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Microsoft는 ’850 특허의 청구항
8, 10, 그리고 ’518 특허의 청구항 1, 2, 3을 불명확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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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Microsoft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들 청구항은 단일 청구항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MasterMine은
이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하였다.

(3) 미국 특허법 제112조 판단기준
본 사안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불명확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판단기준 일반론
본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미국 특허법 제112조 2번째
단락이다.16) 제112조 2번째 단락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라고 간주하는
주체(subject matter)를 특별히 지적하여 명확하게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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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방대법원은 Nautilus 판결을 통해, 명확성 규정은 청구항이 명세서와
출원경과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1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례
(ㄱ). IPXL Holdings, L.L.C. v. Amazon.com, Inc., 430 F.3d 1377 (Fed. Cir. 2005)

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언제 침해가 발

16) 35 U.S.C. 112 (pre-AIA) 2nd paragraph: 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

생하는지 불명확히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침해가 장치

(

IPXL 판결은 단일 청구항이 장치와 방법 발명을 모두 커버한 경우 이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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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134 S. Ct. 2120, 21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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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생산, 판매 등을 할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실제로 청구된
방법에 따라 장치(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IPXL 판결에서 문제된 청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력 수단(input
means)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내부에, 사용자가 입력 수단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The system of claim 2 [including an input means],
wherein the predicted transaction information comprises both a transaction type and
transaction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at transaction type, and the user uses the input
means to either change the predicted transaction information or accept the displayed
transaction type and transaction parameters.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예상 거래 정보를 변경하거나 표시된
거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산할 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변경하거나, 표시된
거래를 승인할 때’ 침해가 발생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제112조 2번째 단락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ㄴ). In re Katz Interactive Call Processing Patent Litigation, 639 F.3d
1303 (Fed. Cir. 2011)

IPXL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In re Katz 판결에서도 사용자의 동작이
문제되었다. In re Katz 판결에서 문제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Katz는 자신의
청구항이 IPXL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역시 직접
침해가 언제 발생하는지 혼란을 준다며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System with an interface means for providing automated voice messages ... to certain
of said individual callers, wherein said certain of said individual callers digitally en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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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Rembrandt Data Techs., LP v. AOL, LLC, 641 F.3d 1331 (Fed. Cir. 2011)

Rembrandt 판결은 IPXL 판결이나 Katz 판결처럼 사용자의 동작(user
action)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구항의 4개 구성요소는 장치인데 반하여
마지막 구성요소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의 청구항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A data transmitting device for transmitting signals corresponding to an incoming stream
of bits, comprising:
first buffer means for partitioning said stream into frames of unequal number of
bits and for separating the bits of each frame into a first group and a second group of bits;
fractional encoding means for receiving the first group of bits of each frame and
performing fractional encoding to generate a group of fractionally encoded bits;
second buffer means for combining said second group of bits with said group of
fractionally encoded bits to form frames of equal number of bits;
trellis encoding means for trellis encoding the frames from said second buffer
means; and
transmitting the trellis encoded frames.

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효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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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HTC Corp. v. IPCom GmbH & Co., KG, 667 F.3d 1270 (Fed. Cir. 2012)

HTC 판결은 기능식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명확성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은
사례이다. HTC 판결에서 문제가 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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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bile device for use with a network including a first base station and a
second base station that achieves a handover from the first base station to the second base
station by:
storing link data for a link in a first base station,
holding in reserve for the link resources of the first base station, and
when the link is to be handed over to the second base station:
initially maintaining a storage of the link data in the first base station,
initially causing the resources of the first base station to remain held in reserve, and
at a later timepoint determined by a fixed period of time predefined at a beginning
of the handover, deleting the link data from the first base station and freeing up the
resources of the first base station,
the mobile station comprising:
an arrangement for reactivating the link with the first base station if the handover
is unsuccessful.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청구항이 이동국(mobile station)을 청구하고, 이동국이
6개의 열거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동국이 동작하는 저변에 깔린 네트워크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청구항 작성 방식이 전형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침해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본 청구항은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ㄴ). Microprocessor Enhancement Corp. v. Tex. Instruments Inc., 520
F.3d 1367 (Fed. Cir. 2008)

Microprocessor Enhancement Corp(이하 MEC) 판결에서 문제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청구항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가 열거된
구조를 갖고, 열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청구한 것이어서 IPXL 판결의
사례와 같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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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pelined processor for executing instructions comprising:
a conditional execution decision logic pipeline stage...;
...
the conditional execution decision logic pipeline stage performing a boolean
algebraic evaluation of the condition code and said conditional execution specifier and
producing an enable-write with at least two states, true and false;
said enable-write when true enabling and when false disabling the writing of
instruction results at said write pipeline stage;
...
the conditional execution decision logic pipeline stage, when specified by the
conditional execution specifier, determining the enable-write using the boolean algebraic
evaluation;
...

(ㄷ). UltimatePointer, L.L.C. v. Nintendo Co., 816 F.3d 816 (Fed. Cir. 2016)

UltimatePointer 판결에서 문제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례 역시 IPXL이나 Katz 사례와는 상이하다고 판시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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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held device including: an image sensor, said image sensor generating data
and other similar generating data limitations.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의 청구항에 구조의 능력을 반영한 한정사항이
기재된 것이지, 사용자의 동작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연방순회항
소법원은 장치와 방법 모두를 커버하는 청구항이 아니라, 특정한 능력을 가진
장치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UltimatePointer의 청구항을 유효로 판단하였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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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네소타 지방법원은 ’850 특허의 청구항 8, 10과
’518 특허의 청구항 1, 2, 3에 대해 시스템 청구항에 방법 구성요소가 도입되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다. 이들 청구항을 대표하여 ’850 특허의
청구항 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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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comprising:
...
a reporting module installed within the CRM software application ... ;
...
wherein the reporting module installed within the CRM software application presents a
set of user-selectable database fields as a function of the selected report template, receives
from the user a selection of one or more of the user-selectable database fields, and
generates a database query as a function of the user selected database fields;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들 청구항은 단지
장치 청구항을 적절한 기능식 표현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이 HTC 판결, MEC 판결, UltimatePointer
판결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록 청구항들에
능동형 동사(active verb)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reporting module의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허용되는 기능식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용자의 동작을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본 사안은
IPXL 판결이나 Katz 판결과 상이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안에서는 기능이 구조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능식 표현이 단독으로 나타났던
Rembrandt 판결의 사례와도 상이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청구항들이 명확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참고로, 파기환송심은 양 당사자가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이후 합의로 분쟁을
종결지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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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본 사안에서 주로 문제된 문구들은 기능식 표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법 제112조 2번째 단락에 의한 무효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능식 표현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기능식
표현을 사용한 청구항 기재 방식(mean plus function format)을 사용했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청구항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18)
불명확성과 관련된 무효 판단의 기준은 침해가 언제 발생하는지 명확히 판단
되는지 여부이다. 침해가 언제 발생하는지가 명확하다면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청구항이 기재되었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항을 유효로 판단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침해 발생 시점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대표적인 청구항 작성 방식은 장치나
시스템 청구항에 사용자의 동작을 기재하는 것이다. 만일 침해주장 특허에 사용
자의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이 있다면, 불명확성 무효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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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려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작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동작을 조건으로 표현하거나, 사용자의 동작이 아닌 사용자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구항 작성 방법에는 왕도가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만큼, 침해발생 시점에 혼란만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발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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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icroprocessor Enhancement Corp. v. Tex. Instruments Inc., 520 F.3d 1367, 1375 (Fed.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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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위험 핵심특허 선정 및 분석
제1절

핵심특허 선정 기준

1. 핵심특허 선정 개요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소송은 아직 규모면에서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소송에
사용된 특허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특허가 분쟁에 반드시 사용될 고위험
핵심특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다수 진행된 이후에 특정
특허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양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조심해야 할 만한 고위험
핵심특허를 선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발생될 특허소송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특허소송 이력과 특허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기술별 핵심특허와 주요 출원인별 핵심특허를 선정
하였다.

2. 핵심특허 선정 기준
(1) 세부기술별 핵심특허 선정 기준
세부기술별 핵심특허를 선정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최근 3년 내에 특허침해소송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최근 소송에 사용되었다면 향후 다시 특허침해소송의 기초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송 또는 PTAB의 심판 절차를 통해 무효 도전을 받았
으나 살아남은 특허인 경우 고강도의 핵심특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이나 PTAB
에서 유효한 특허라고 확인 받은 이력이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효화
전략을 택하기도 어려운 중요 특허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Patent Strength가
강한 특허를 기준으로 핵심특허를 선정하였다. Patent Strength란 특허의 강도를
계산하는 factor로서 특허권자가 만료 시까지 등록료를 지불하는 특허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시키는 특허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19)
Patent Strength에서 고려하는 요소로는 청구항 수, 선행문헌 수, 피인용 수,

19) Kimberly A. Moore, Worthless Patents, 20 BERKELEY TCH. L.J. 15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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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출원 수, 심사 기간, 발명자 수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고려된 사항들을
기초로 각 DB들은 각각에 자신들만의 노하우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허의
가치를 점수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LexisNexis PatentStrategies의 특허
강도를 이용하였다. 청구항 수, 선행문헌 수, 피인용 수, 패밀리 출원 수가 많을
수록, 심사 기간이 길수록, 발명자 수가 적을수록 소송에 사용될 확률이 큰 가치
있는 특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술한 기준을 가지고 본 보고서에서는 5개의 세부기술 분야 중 출원과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개 분야의 핵심특허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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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의 TOP 3 출원인은 IBM, Microsoft, Google이다. 현재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특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부기술별 핵심
특허 선정에 사용된 3가지 기준 중 Patent Strength를 기준으로 TOP 3 출원인의
핵심특허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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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부기술별 핵심특허

1. 핵심특허 분석 개요
우리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특허라고 한다면 최근 몇 년간 계속하여 소송의
기초로 사용되는 특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점에서, 소송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 차선책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개 세부기술 분야별로 특허소송 이력과 특허의 강도를 기준으로 핵심
특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핵심특허 중 가장 유의해야할 특허 1건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심층분석 대상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포대(Filewrapper) 분석을 통해
등록과정 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심층분석 대상 특허와 관련된
주요 선행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핵심특허로 선정된 특허들의 선행특허를
기초로 한 무효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송 상대방의 무효도전을 견뎌낸 특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주요 선행문헌은 무효
자료의 의미가 아닌 가장 근접한 기술 내용을 담고 있는 선행문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중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과 핵심특허를
도표로 대비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 이유 및 선정결과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에서는 5개의 핵심특허가 선정되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 3개와 Patent Strength가 높은 특허 2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 중
미국특허 제7,120,615호와 제8,260,733호는 NPE로 분류되는 Hyper Search의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특허를 합쳐 총 5회의 소송에 사용되었다. 또한
미국특허 제7,991,717호도 총 3회의 소송에 사용된 특허이기에 핵심특허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학습 및 추론기술(AA) 분야의 특허 중 가장 Patent
Strength가 높은 미국특허 제8,495,002호 및 제8,516,583호를 핵심특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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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미국특허 제8,260,733호는 NPE에 의해 소송이 3번이나 제기된 특허이며
Patent Strength도 90점을 상회하는 특허로,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에서의
현재 가장 위험한 핵심 특허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특허 제8,260,733호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소송건수

무효도전

Patent
Strength

US 8,260,733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3

-

91

US 7,991,717

Optimal cessation of training and
assessment of accuracy in a given class
of neural networks

3

-

91

US 7,120,615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2

-

90

US 8,495,002

Software tool for training and testing a
knowledge base

-

-

94

US 8,516,583

Aggregating the knowledge base of
computer systems to proactively protect a
computer from malwa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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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특허분석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260,733
(2012.09.04.)
발명의 명칭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출원번호
(출원일자)

11/544858
(2006.10.10.)

출원인

Garbortese Holdings, LLC

현재 권리자

Hyper Search LLC

Patent Strength

91

청구항 수

25

인용/피인용 수

58/7

분쟁발생여부

Yes (3회)

패밀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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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6,792,412; US 7,120,615, US 2013-001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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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260,733호는 신경망 학습에 있어 사용자 피드백에 기초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특허이다. 특허권자 Hyper Search LLC는
Foursquare Labs, Snap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18년에
이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라고 할 수 있다.

다. 포대(Filewrapper)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
(ㄱ). 등록과정상의 특징과 의의

미국특허 제8,260,733호는 9회에 걸친 OA를 거쳐 등록되었다. 출원인은
심사과정동안 4번의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20)를 하였으며, 등록결정 이후에도 보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허 등록 과정에
공을 많이 들인 특허이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의 출원인의 노력에서도 이 특허가
중요한 특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 미국 특허법상 심사절차가 종료된 후(예를 들어, 최종거절되거나 허여통지서 발행된 이후) 그 출원에 대해 계속심사를 구하는
절차를 RC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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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주요 보정사항 및 권리범위

미국특허 제8,260,733호의 대표 청구항인 청구항 1의 출원 당시 청구항과 등
록된 청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항을 거의 새로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로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원 당시 청구항은 신경망 학습의
이폭(epoch)이 지날 때마다 가중치를 다시 산정한다는 내용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등록 청구항은 복수의 정보 소스(a plurality of information sources)라고 넓게
기재되었던 것을 웹 페이지의 하이퍼 링크와 같은 링크의 세트로 한정하였다.
특히 등록 청구항이 선행문헌들과 차이점을 인정받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등록
청구항은 우선 네트워크로의 네비게이션에 대응한 링크 세트를 전송하는데,
이후 단계에서 그 링크 세트의 서브 세트를 선택한 결과로 네트워크로의 네비
게이션이 나타날 확률을 학습한다. 심사관은 가중치에 기초하여 역으로 확률을
학습하는 이 특징이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system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about the
information comprising:
a plurality of information sources providing
information;
at least one neural network module that
selects one or more of a plurality of objects
to receive information from the plurality of
information sources based at least in part
on a plurality of inputs and a plurality of
weight values;
at least one server, associated with the
neural network module, that provides one
or more of the objects to one or more
recipients;
the recipients enabling for one or more
users to generate feedback about the

1. A system, comprising:
means for conveying a first set of links to
respective network locations in response to
navigation to a first network location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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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means for receiving a selection of one
or more links, of the set of links, during an
epoch comprising a duration of a visit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means for assessing selection resulting a
plurality of epochs received from a plu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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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vices, including means for altering at
least one weight value associated with a
respective at least one node of a neural
network based on the selection results;

infor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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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in the neural network module

means for learning a probability, based

generates a rating value for a plurality

on the at least one weight value, that

of the objects at the end of an epoch,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is to

redetermines the weight values using the

be followed by selection of a first subset of

rating values, and selects which objects to

the set of links; and

receive information during a subsequent

means for conveying a second list of links

epoch using the redetermined weight

comprising the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values and the inputs for that subsequent

in response to a subsequent navigation to

epoch.

the first network location.

라.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260,733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통계, 피드백, 개인화된 데이터 등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 US 5,642,502: Method and system for searching for relevant documents from a text
database collections, using statistical ranking, relevancy feedback and small pieces
of text
- US 5,754,939: System for generation of user profiles for a system for customized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desirable objects
- US 6,119,112: Optimum cessation of training in neural networks
- US 6,266,664: Method for scanning, analyzing and rating digital information content

미국특허 제8,260,733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신경망의 비지도 및 지도 학습 방법론에 관한 1980년대 후반 발표된 논문들로
현재 사용되는 신경망 학습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 Optimal unsupervised learning in a single-layer linear feedforword neural network
(1989) Neural Networks
- Supervised learning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by neural networks (1988)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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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260,733호와 미국특허 제6,266,664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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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웹페이지 선택과 관련된 내용과 가중치를 이용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들은 대응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등록의 이유가 된 특징인 4번째 구성요소 부분은 제6,266,664호에도 부재하였다.
4번째 구성요소가 선행문헌들과의 핵심적인 차이점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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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이해 기술(AC) 분야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 이유 및 선정결과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에서는 4개의 핵심특허가 선정되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 3개와 Patent Strength가 높은 특허 1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 중 미국
특허 제7,177,798호는 Apple사가 제기한 3번의 IPR(무효심판)에서 모두 살아
남은 고위험 특허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6,766,295호의 경우에도 소송 중
무효 주장이 나왔으나 법원은 유효로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두 특허와 마찬
가지로 미국특허 제9,152,622호도 특허침해소송의 기초로 사용된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의 특허 중 가장 Patent Strength가 높은
미국특허 제9,189,568호를 핵심특허로 선정하였다.
이 중 미국 특허 제7,177,798호는 무효 가능성이 가장 적은 특허에 해당하며,
최근 다시 소송에 사용된 특허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에
서의 현재 가장 위험한 핵심 특허로 분석되었는바 이하에서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소송건수

무효도전

Patent
Strength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

4

PTAB trial: 3

93

US 6,766,295

Adaptation of a speech recognition
system across multiple remote
sessions with a speaker

3

소송 중: 1

95

US 9,152,622

Personalized machine translation via
online adaptation

1

-

92

US 9,189,568

Method and system to display and
search in a language independent
manner

-

-

94

(2) 심층 특허분석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96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7,177,798
(2007.02.13.)
발명의 명칭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출원번호
(출원일자)

09/861860
(2001.05.21.)

출원인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현재 권리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21

인용/피인용 수

79/303

분쟁발생여부

Yes (4회)

패밀리 특허

EP 1282870; AU 6335401; CA 2409734; WO 2001-090953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177,798호는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받아 자연언어 처리한 후
검색을 수행하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이다. 특허권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는 Apple, Amazone.co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13년 이후 한동안 본 특허를 기초로 한 특허침해소송이 없었
으나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특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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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대(Filewrapper)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
(ㄱ). 등록과정상의 특징과 의의

미국특허 제7,177,798호는 4번의 OA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신규성이 문제
되었으며, 일부 청구항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일부
청구항에 제기된 특허적격성의 문제는 자연언어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으나, 자연언어 처리의
결과물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타겟팅 가능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극복
하였다. Alice 판결 이전의 101조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ㄴ). 주요 보정사항 및 권리범위

출원 당시 청구항에 비해 등록 청구항에는 두 단계의 과정이 더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들 단계로 인해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선행문
헌과의 차이점으로 인정받은 것은 어그멘테이션(augmentation) 없이 검색을 수
행한다는 점이다.
음성인식 분야를 포함한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늘리는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어그멘테이션을 효과적인 음성인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등록 청구항에서는 어그멘테이션 없이 오직
입력된 사용자의 자연언어 입력에만 기초하여 검색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기재되어
있다. 출원인은 인용문헌에는 사용자의 쿼리 입력을 받아 쿼리와 자원의 벡터
페어를 새로이 만드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문헌은 본 출원과 달리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method for processing a natural

1. A method for processing a natural

language input provided by a user, the

language input provided by a user, the

method comprising: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by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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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a search of one or more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by the user;
performing, based on the input, a search
of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language-based databases including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including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ase information;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keywords;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information models; and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database values;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i d e n t i f y i n g , fo r t h e o n e o r m o re
language-based databases, a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and
determining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the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라.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177,798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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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언어 쿼리 입력을 받아 검색을 수행하고, 사용자에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제

- US 5,493,677: Generation, archiving, and retrieval of digital images with evoked

4

suggestion-set captions and natural language interface

장

- US 5,966,126: Graphic user interface for databases system
- US 6,711,585: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US 6,718,324: Metadata search results ranking system

미국특허 제7,177,798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자연언어 처리와 관련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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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ata model, knowledge base,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sharing a large
statistical database (1988) Conference on Scientific and Statistical Database
Management
- Natural language interfaces to databases (1990) The Knowledge Engineering Review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177,798호와 미국특허 제6,718,324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자연언어 쿼리 입력을 받아 검색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등록의 이유가 되었던 어그멘테이션
없이 자연언어 쿼리 입력만을 이용한다는 점은 대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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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man Hearing 문서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해석 방법>
특허소송에 있어 청구항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가능한 청구항을 넓게 해석
하려고 하고, 침해피의자는 가능한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려고 한다. 또한,
회피방안을 검토할 때도 청구항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청구항 해석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권리범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소송절차 중
Markman Hearing 절차에서 생산된 문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Markman Hearing 절차란 특허청구항의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확정하는 절차로 특허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유 제도이다. Markman
Hearing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판결에 근거하여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이다.21)
이하에서는 언어이해 기술(AC) 분야의 핵심특허인 미국특허 US
7,177,798호의 사례를 통해 Markman Hearing 문서 분석을 통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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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해석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Apple사의 Siri가 미국특허 US 7,177,798호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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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1:13-cv-00633-DEP에서는 Markman Hearing 절차가 진행

4

되었다. 일부 청구항 문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며, 다툼이 있는 청구항

장

문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청구항을 해석하였다.
참고로 본 소송은 청구항 해석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21)

21)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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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청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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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청구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문서>
제

Markman Hearing 절차에서는 서로 청구항을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
거의 모든 청구항 문구에 대해서 다툰다. 예를 들어, ‘case information'이
라는 문구에 대해, 특허권자는 ‘자연언어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예시에

4
장

관한 정보’라고 넓게 해석하는데 반하여, 침해피의자인 Apple은 ‘아이디,
타입, 선택, 맥락, 해답을 포함하는 사용 패턴을 대표하는 정보’라고 좁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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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formation'이란 문구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해석>

Markman Hearing 절차를 거치며 합의에 의해 6개의 문구가 해석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8개의 문구가 해석되었다. 다음은 합의 및 결정된 청구항 해석이다.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
#

104

Term

Construction

1

natural language input

input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2

language-based databases

databases that include and store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3

language-based database
objects

database objects in a language-based
database

4

keywords

natural words and phrases that users use
to refer to database objects and information
model elements in natural articulation

5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6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

Disputed Term

Construction

7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input query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8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based solely on the natural language input
without augmentation

9

metadata database

database including information about
structuring, using, or interpreting data

10

case

a prior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11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12

information models

webs of concepts for enterprise databases

13

database objects

objects included within a databa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ta types, data instances,
database, computational operators, data
semantics, data structures, data instances or
data values, and data operators

14

reference dictionary

set of database entries or objects and thei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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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정된 청구항 해석을 미국특허 US 7,177,798호의 대표 청구항인 독립항
1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확한 권리범위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괄호 숫자를
청구항 해석이 적용된 부분의 양 끝에 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US 7,177,798의 독립항 1에 대한 청구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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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항 1

청구항 해석

A method for processing a (1)natural
language input(1) provided by a user, the
method comprising: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1)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1)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providing a (7)natural language query
input(7) by the user;

사용자에 의해 (7)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쿼리(7)를
제공하는 단계;

performing, (8)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8) a search of one or
more (2)language-based databases(2)
including (5)at least one (9)metadata
database(9)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11)case information;(11) (4)keywords;(4)
(12)information models;(12) and database
values;(5)

(8)증강 없이 상기 입력에만 기초하여(8), 적어도
하나의 (2)자연 언어 정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2)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2)자연 언어 정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2)는 (5)(11)자연 언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11), (4)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조음에서 데이터베이스 개체 및 정보
모델 요소를 참조하는데 사용하는 자연어 및 문구(4),
(12)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웹(12) 및
데이터베이스 값의 4가지 정보 유형 모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함하는 (9)데이터의 구조화, 사용
또는 해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9)를
포함한다(5)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

i d e n t i f y i n g , fo r t h e o n e o r m o re
(2)language-based databases,(2) a finite
number of (13)database objects;(13) and

적어도 하나의 (2)자연 언어 정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2)에 대해, 유한한 숫자의
(13)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전산 연산자,
데이터 의미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 값 및 데이터 연산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개체(13)를
식별하는 단계;

determining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the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상기 유한한 숫자의 (13)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전산 연산자, 데이터 의미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 값 및
데이터 연산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개체(13)의 복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단계;

4. 시각이해 기술(AD) 분야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 이유 및 선정결과
시각이해 기술(AD) 분야에서는 5개의 핵심특허가 선정되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 4개와 Patent Strength가 높은 특허 1개를 선정하였다. 미국특허
제8,903,521호, 제8,904,464호, 제7,542,610호는 소송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Patent Strength 또한 90점을 상회하는 특허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7,881,498호는 Patent Strength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소송에 4회나 사용되어
핵심특허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시각이해 기술(AD) 분야의 특허 중 가장
Patent Strength가 높은 미국특허 제8,421,872호를 핵심특허로 선정하였다.
이 중 특히 미국특허 제8,903,521호는 소송 상대방이 주장한 무효도전에서
살아남은 특허로 무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특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특허 제8,903,521호를 이하에서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소송건수

무효도전

Patent
Strength

소송 중: 2
PTAB trial: 1

92

US 8,903,521

Motion capture element

2

US 8,904,464

Method for tagging an electronic
media work to perform an action

1

Autonomous wide-angle license
plate recognition

4

US 7,542,610

System and method for use of
image with recogniton analysis

2

93

US 8,421,872

Image base inquiry system
for search engines for mobile
telephones with integrated camera

-

93

US 7,88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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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특허분석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903,521

출원번호
(출원일자)

13/351429
(2012.01.17.)

출원인

(2014.12.02.)
발명의 명칭

Motion capture element

Blast Motion Inc

현재 권리자

Blast Motion Inc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19

인용/피인용 수

156/120

분쟁발생여부

Yes (2회)

패밀리 특허

US 10,133,919 외 103건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903,521호는 모션인식과 관련하여 측정된 센서 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특허이다. 특허권자 Blast Motion Inc는 Diamond
Kinetics, Zepp Labs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특히 Zepp
Labs가 제기한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된바 있어 무효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는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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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대(Filewrapper)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
(ㄱ). 등록과정상의 특징과 의의

미국특허 제8,903,521호는 OA과정을 한 번만 거치고 바로 등록되었다. 진보
성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등록 가능한 청구항으로 판단된
종속항을 부가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등록을 받았다. 즉 심사관은 등록의
이유가 된 구성요소에 대하여 단 한 번의 거절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ㄴ). 주요 보정사항 및 권리범위

등록 가능한 특징으로 판단된 내용은 센서와 연동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동작을 구체화 한 것이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임계 값을 갖는 센서 값들로부터
값을 탐지하고, 예상 이벤트(prospective event)와 전형적인 이벤트(typical
event)를 구분한 후 그것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특징이 그것이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motion capture element comprising:
a memory;
a sensor configured to capture any

1. A motion capture element comprising:
a memory;
a sensor configured to capture any
combination of values associated with an
orientation,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of
said at least one motion capture element;
a radio;
a microcontroller coupled with said
memory, said sensor and said radio,
wherein said microcontroller is configured to
estimate an initial orientation based on
motion capture data from two points in time;

combination of values associated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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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of
said at least one motion capture element;
a radio;
a microcontroller coupled with said
memory, said sensor and said radio,
wherein said microcontroller is configured to
estimate an initial orientation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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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capture data from two points in time;
collect data that comprises sensor
values from said sensor;
detect a first value from said sensor
values having a first threshold value; and,
detect a second value from said
sensor values having a second threshold
value within a tim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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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y a prospective event;
compare said prospective event to
a characteristic signal associated with
a typical event and eliminate any false
collect data that comprises sensor values
from said sensor;
store said data in said memory; and,
transmit said data via said radio.

positive events;
signify a valid event if said prospective
event is not a false positive event;
save said valid event in said memory
that comprises information within an event
time window as said data;
store said data in said memory; and,
transmit said data via said radio.

라.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903,521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저장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 US 7,421,369: Activity recognition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 US 7,457,439: System and method for motion capture
- US 8,589,114: Motion capture and analysis
- US 2008-0285805: Motion tracking system

미국특허 제8,903,521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센서를 이용한 모션 캡쳐와 관련된 2000년대 후반 논문으로 센서 데이터를
다루는 구체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 Ubiquitous human body motion capture using micro-sensors (2009) 2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 Practical motion capture in everyday surroundings (2007)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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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903,521호와 미국특허 제8,589,114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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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저장하는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에서 등록 가능한 특징이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임계 값을 갖는 센서 값들로부터 값을 탐지하고, 예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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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ive event)와 전형적인 이벤트(typical event)를 구분한 후 그것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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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저장하는 내용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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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TOP 3 출원인 보유 핵심특허

1. 핵심특허 분석 개요
인공지능 기술 특허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TOP3 출원인은 IBM, Microsoft,
Google 3사이다. 이들 TOP3 출원인은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 소송에 집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이들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이력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세부기술별 핵심특허 분석과는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 3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이들
TOP3 출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각자의 출원 트렌드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TOP3 출원인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세부 기술
분야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Patent Strength를 기준으로
선정한 TOP3 출원인 보유 핵심특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TOP3 출원인은
소송을 제기한바가 없기 때문에 Patent Strength만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특허를
선정하였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2. TOP 3 출원인 보유 특허 트렌드
(1) IBM 보유 특허 트렌드
IBM이 특허 등록 받은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모두 42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허는 391건이고 소멸된 특허는 31건이다. 이 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특허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BM은 지속
적인 특허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특허를 소멸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등록 유지 중인 특허들의
평균 잔여 존속기간은 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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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BM 보유 특허 존속 현황

특허 포트폴리오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IBM은 자연언어, 신경망, 번역의 3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xisNexis(PatentStrategies) DB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발견되는 서브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
언어에서는 자연언어 텍스트가, 신경망에서는 대응 뉴론이, 번역에서는 소스 언어가
가장 주된 서브 컨셉으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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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브 컨셉별 IBM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표 4-1] IBM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트렌드의 서브 컨셉
1. Natural Language

Sub-concepts related to Natural Language

Number of patents

Natural Language
Text

referencing these

Approach is
Provided
40

key concepts
Natural Language
Content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Question

5
Semantic Type

9
Document Data

15

6

13

14

장

Business Process

Confidence Score

Source Language

4
Mathematical
Equation

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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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ocuments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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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ural Network

Sub-concepts related to Neural Network

Number of patents

Corresponding
Neuron

referencing these
key concepts

52

Neuron Population

Graphical Node
4

12

Knowledge Manager

Artificial Neural
Network

2
Spike Events

4
10

Synaptic Weights

2
Digital Circuit Chip

3

Neural Module
6

Neurosynaptic

2
Data Processing

3

Training Data

2

6

3. Language
Translation
Number of patents

Sub-concepts related to Language Translation
Source Language

referencing these

Document Data
14

key concepts
Data Processing

7

44

Terminology
3

Natural Language
Text

Confidence Factor
2
3

Machine Translation
6

Host Environment

Virtual Environment

2
3

Language Phrase
4

3

Linguistic Noise

Text Characters
2

3

(2) Microsoft 보유 특허 트렌드
Microsoft가 특허 등록 받은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모두 198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허는 177건이고 소멸된 특허는 21건이다. Microsoft의
소멸 특허 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특허는 한 건도 없다. 특히 Microsof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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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매년 일정한 수의 특허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이를 통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현재 등록 유지 중인 특허들의 평균 잔여 존속기간은 12년이다.

[그림 4-4] Microsoft 보유 특허 존속 현황

특허 포트폴리오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Microsoft는 객체 인식, 신경망,
지식 베이스의 3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지식
베이스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xisNexis
(PatentStrategies) DB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발견되는 서브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객체 인식에서는 모델 히스토그램이, 신경망에서는
DNN이, 지식 베이스에서는 지식 베이스 병합이 가장 주된 서브 컨셉으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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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브 컨셉별 Microsoft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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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Microsoft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트렌드의 서브 컨셉
1. Object Recognition

Sub-concepts related to Object Recognition

Number of patents

Model Histogram

referencing these key
concepts

Visual Features
7

Training Images

4
Hough Kernel

8
29

Single Image
5

Deep Neural
Networks

Input Data
4
Handwriting
Recognition

Network Parameters

Processing Unit
3

Single Hidden Layer

Activation Functions

Recurrent Neural
Network

2
Matrices

Number of patents

Aggregates the
Knowledge Base

Antivirus Software
Applications
5

Knowledge-based

2

5

3
Knowledge Based
Synchronization
3

3

Ranking

Suspicious Events

Data Quality

2

2

Sub-concepts related to Knowledge Base

19

Parallel Proces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3. Knowledge Base

concepts

2

2

3

referencing these key

5

2
3

116

Other Topics

Training Data
7

2

2

Number of patents

20

Cluster Feature

Image-based
Captcha

Sub-concepts related to Neural Network

concepts

2

2

2. Neural Network

referencing these key

Material Recognition

2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
Lexical Knowledge
Base

2
Search Queries
2
User Generated
Knowledge
3
Other Topics
2

2

(3) Google 보유 특허 트렌드
Google이 특허 등록 받은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모두 20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허는 198건이고 소멸된 특허는 3건이다. Google의
소멸 특허 역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특허는 한 건도 없다. 주요 출원인 3사
모두 특허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이를 통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현재 등록 유지 중인 특허들의 평균 잔여 존속
기간은 15년이다.

[그림 4-6] Google 보유 특허 존속 현황

특허 포트폴리오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Google은 신경망, 객체 인식, 타겟
언어의 3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신경망에 관련된
것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xisNexis (PatentStrategies)
DB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발견되는 서브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경망에서는 DNN이, 객체 인식에서는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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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겟 언어에서는 소스 텍스트가 가장 주된 서브 컨셉으로 언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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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브 컨셉별 Google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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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Google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트렌드의 서브 컨셉
1. Neural Network

Sub-concepts related to Neural Network

Number of patents

Deep Neural
Network

referencing these key

Bounding Box
9

concepts
Data Values
42

7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5
Recurrent Neural
Networks

Particular Layer
3

Language Model

2
Memory Bank

3
Tensor Computation

2
Processing Unit

3
Neural Network
Processor

2
Other Topics
9

3
4

2. Object Recognition

Sub-concepts related to Object Recognition

Number of patents

Information from
Images

referencing these key

Content Items
19

concepts
Recognition
Processing

7
Query Images

2
Profile Image

4
16

54

OCR Text

Facial Recognition

2
Laser Data

4

Visual Object
Recognition
12

Motion Event
Candidate

Various Recognition
Techniques

2
Other Topics
5

3

10

3. Target Language

Sub-concepts related to Target Language

Number of patents

Source Text

concepts

OCR Text
6

referencing these key
Computerimplemented
Technique

Candidate
Translation
6

18
Human Translator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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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Model
2

2
Query Terms
2

3
Programs Encoded
on a computer
Storage
3
Other Topics
1

3. IBM 보유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결과
TOP 3 출원인인 IBM, Microsoft, Google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소송을 적극
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송 이력을 근거로 하여 이들 3사가 어떠한
특허를 기초로 향후 침해를 주장할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atent Strength를 기초로 핵심특허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모든 특허가 90점을
상회하는 Patent Strength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5개 특허 각각에
대하여 등록과정 상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행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중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과 핵심특허를
도표로 대비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표 4-4] IBM 보유 핵심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예상 존속기간
만료일

US 8,495,002

Software tool for training and testing a knowledge base

2029.06.30.

US 8,214,391

Knowledge-based data mining system

2023.02.01.

US 7,010,526

Knowledge-based data mining system

2023.09.23.

US 9,342,588

Reclassification of training data to improve classifier accuracy

2031.10.01.

US 9,984,116

Automated management of natural language queries in
enterprise business intelligence analysis

203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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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특허 제8,495,002호

4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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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US 8,495,002 (2013.07.23.)
발명의 명칭

Software tool for training and
testing a knowledge base

10/835694 (2004.04.29.)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Patent Strength

94

청구항 수

32

인용/피인용 수

347/21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7,75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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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495,002호는 트렌드 분석 결과 IBM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특허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8,495,002
호는 7번의 OA 과정을 거친 후 심판 청구하여 등록여부를 다투었다. 심판에서
심사관의 견해를 뒤집음으로써 등록되었다. 심사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진보성
거절의 근거로 비특허문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출원인은 의미 및 통계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구체화 하였고, 코퍼스 아이템
으로부터 개념을 추출하고 통계 스코어 매칭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재함으로써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심사관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서 동작이 수행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performed on the one or more computers'라는 문구를 부가하여 등록 결정
하였다. 이는 국내 심사 실무에서 청구항 기재불비 요건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거절이유와 대응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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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computer-implemented software tool for training and
testing a knowledge base of a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comprising:

1. A software tool for training
and testing a knowledge base
of a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the software tool comprising:
corpus editing processes for
displaying and editing corpus
items belonging to a corpus,
and for assigning a suitable
category from a set of predefined
categories to individual corpus
items;
knowledge base building
processes for building a
knowledge base by analyzing a
first subset of the corpus items;
knowledge base testing
p ro c e s s e s fo r t e s t i n g t h e
knowledge base on a second
subset of the corpus items by
classifying each corpus item of
the second subset into at least
one of the predefined categories
using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knowledge base; and
re p o r t i n g p ro c e s s e s fo r
g e n e ra t i n g re p o r t s b a s e d
on results produced by the
knowledge base testing
processes and causing the
reports to be displayed to a user.

corpus editing processes, performed on one or more
computers, for displaying and editing corpus items
belonging to a corpus, and for assigning a suitable
category from a set of predefined categories to individual
corpus items;
knowledge base building processes, performed on the
one or more computers, for building a knowledge base
of a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by performing natural language and semantic
analysis of a first subset of the corpus items and thereby
deriving semanti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from the
corpus items that are associated with nodes in the
knowledge base;
knowledge base testing processes, performed on the
one or more computers, for testing the knowledge base
of the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on a second subset of the corpus items by
extracting concepts from the corpus items of the second
subset, performing statistical pattern matching to generate
a set of match scores for each corpus item of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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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 wherein each match score in the match score
set represents a confidence level for classifying each
corpus item of the second subset into at least one of the
predefined categories using the semanti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nodes in the knowledge
base of the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and

제

4
장

reporting processes, performed on the one or more
computers, for generating reports based on results
produced by the knowledge base testing processes
and causing the reports to be displayed to a user of
the computeriz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to gauge performance of the knowledge base,
so that appropriate adjustments are mad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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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495,002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지식 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연언어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한다.
- US 5,446,890: System for using subsets of rules applied to a database for updating
and generating the rule knowledge base and forecasts of system domain
- US 6,377,949: Method and apparatus for assigning a confidence level to a term
within a user knowledge profile
- US 2002-0150966: Specimen-linked database
- US 2003-0028564: Natural language method and system for matching and ranking
documents in terms of semantic relatedness

미국특허 제8,495,002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언어이해를 위해 다층 구조를 갖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단어들
사이의 의미론적 유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1998) Proceedings of
the IEEE
- An approach for measuring semantic similarity between words using multiple
information sources (2003)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495,002호와 미국특허 제5,446,890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122

차트를 살펴보면 지식 베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지식 베이스를 테스트하여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코퍼스 아이템으로부터
개념을 추출하고 통계 스코어 매칭을 수행하는 특징과 대응되는 내용은 개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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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특허 제8,214,391호
제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214,391
(2012.07.03.)

출원번호
(출원일자)

10/141327
(2002.05.08.)

출원인

4
장
발명의 명칭

Knowledge-based data
mining syste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21

인용/피인용 수

24/19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2012-025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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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214,391호는 웹 크롤러와 같은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이다. 엔티티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특허 제8,214,391호는 3번의 OA를 거쳐 등록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넓은 권리범위를 유지하고자 심판 청구하여 등록여부를 다툰바 있으나 심판원
에서도 등록될 수 없다는 심결을 받았다. 심판 이후 RCE 청구하며 권리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하위 레벨 분석 엔진을 이용한 키 추가 방법에 대해
구체화 하였으며, 서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소 내의 엔티티에 대한
키를 컴파일하고 엔티티를 동작 링크로 결정한다는 특징을 부가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점이 선행문헌과 차이점이 있어 등록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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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system, comprising:
at least one data store;
at least one lower level analysis engine
communicating with the data store and
generating an output using a first set of rules;
and

1. A system, comprising:
at least one data store;
at least one lower level analysis engine
communicating with the data store and
generating an output using a first set of rules;
and
at least one higher level analysis engine
receiving the output of the lower level
analysis engine and generating an output
using a second set of rules.

at least one higher level analysis engine:
receiving the output of the lower level
analysis engine;
generating an output using a second set of
rules, wherein:
the engines append respective keys to at
least some entities in the data store,
t h e key s re p re s e n t i n g re s p e c t i ve
characteristics of the entity;
compiling the keys for a first entity in the
data store into a dossier for the first entity;
compiling the keys for a second entity in
the data store into a dossier for the second
entity; and
determining to action link the first entity
and second entity in analyzing the dossiers
for the first entity and the second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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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214,391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데이터를 인덱스 등을 이용해 분류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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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6,606,659: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access to internet sites
- US 6,266,692: Method for blocking all unwanted e-mail (SPAM) using a headerbased password
- US 6,285,996: Run-time support for user-defined index ranges and index filters
- US 6,691,105: System and method for geographically organizing and classifying
businesses on the world-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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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8,214,391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지능, 정보처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Understanding data mining and applying it to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environments (2000)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Conference, 2000
- Using Collaborative Filtering to Weave an Information Tapestry (1992)
Communications of the ACM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214,391호와 미국특허 제6,606,659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복수의 데이터 저장소와 통신하여 카테고리 분류를 하는 분석
모듈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복수 레벨의 데이터 분석 엔진이
존재하고, 각각의 분석 엔진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동작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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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특허 제7,010,526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US 7,010,526
(2006.03.07.)
10/141686
(2002.05.0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의 명칭

Knowledge-based data
mining system

현재 권리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54

인용/피인용 수

31/39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010,526호는 고객이 요청한 정보에 대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특허이다. 미국특허 제7,010,526호는 2번의 OA와 심판을 거쳐 등록되었다.
신규성을 이유로 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출원인은 청구항을 거의 보정하지
않고 최초 출원된 청구항과 대동소이한 청구항을 등록 받았다. 심판과정에서
최초 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특징이 선행문헌과 상이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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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에 응답하는 제2 데이터 마이너를 생성하는 것이
선행문헌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선행문헌은 새로운 마이너를 생성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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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1. A method for data mining, comprising:
crawling the Internet to return Web pages
to a data store;

등록 청구항
1. A method for data mining, comprising:
crawling the Internet to return Web pages
to a data store;

accessing the data store with at least a

accessing the data store with at least a

first data miner to process data in the store

first data miner to process data in the store

and output at least one result;

and output at least one result;

receiving a customer request for
information;

receiving a customer request for
information;

establishing at least a second data

creating at least a second data miner

miner in response to the customer request

in response to the customer request

for information, the second data miner

for information, the second data miner

accessing at least the result of the first data

accessing at least the result of the first data

miner to generate an output; and

miner to generate an output; and

at least partially based on the output of

at least partially based on the output of

the second data miner, responding to the

the second data miner, responding to the

customer request for information.

customer request for information.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010,526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사용자 요청에 대응한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대해 개시한다.
- US 6,606,659: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access to internet sites
- US 6,295,559: Rating hypermedia for objectionable content
- US 6,799,174: Retrieving, organizing, and utilizing networked data using databases
- US 7,257,530: Method and system of knowledge based search engine using text mining

미국특허 제7,010,526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
역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Using Collaborative Filtering to Weave and Information Tapestry (1992)
Communications of the ACM
- Mining Very Large Databases (1999)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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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010,526호와 미국특허 제6,799,174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웹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과 일반적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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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 방법에 대해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객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특징이나, 고객 요청 정보에 응답하는 제2 데이터 마이너를
생성하는 특징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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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특허 제9,342,588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9,342,588
(2016.05.17.)

출원번호
(출원일자)

11/764291
(2007.06.18.)

출원인

발명의 명칭

Reclassification of training
data to improve classifier
accuracy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17

인용/피인용 수

34/10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9,342,588호는 IBM이 주력하고 있는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특허에
해당한다. 자연언어 처리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를 갱신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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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9,342,588호에 대해서는 3번에 걸친 OA가 있었다. 최초 OA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제103조가 지적되었는데,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via a processor' 문구를 부가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세서가 통계적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것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면 특허적격성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Alice 판결 이전의 심사
실무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대응으로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극복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성과 관련한 미국 특허법 제103조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 및 재심
청구까지 진행하면서도 출원인은 권리범위를 축소하지 않았다. 결국 재심에서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았다. 심판관은 선행문헌에 기존 통계 분류 모델에
분류된 학습 데이터의 문장을 선택하고, 각각의 선택된 문장을 신뢰도에 따라
그룹에 배정하는 특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method of creating a statistical

1. A method of creating a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for use with a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processing training data using an exist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selecting sentences of the training data
correctly classified into a selected class of
the exist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assigning each selected sentence of the
training data to a fringe group or a core
group according to confidence score;
updating the training data by associating
the fringe group with a fringe subclass of
the selected class and the core group with
a core subclass of the selected class;

classification model for use with a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via a processor, processing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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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n exist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via the processor, selecting sentences
of the training data correctly classified into
a selected class of the exist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via the processor, assigning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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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sentence of the training data to a
fringe group or a core group according to
confidence score;
via the processor, updating the training
data by associating the fringe group with a
fringe subclass of the selected class and
the core group with a core subclass of the
select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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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new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from the updated training data; and
outputting the new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via the processor, building a new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from the updated
training data; and
via the processor, outputting the new
statistical classification model.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9,342,588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자연언어 처리에 있어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 US 8,285,539: Extracting tokens in a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pplication
- US 8,527,262: Systems and methods for automatic semantic role labeling of high
morphological text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pplications
- US 9,058,319: Sub-model generation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 US 9,311,298: Building conversational understanding systems using a toolset

미국특허 제9,342,588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자연언어 발화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SLU(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분야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The AT&T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System (2006) IEEE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9,342,588호와 미국특허 제9,311,298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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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선행문헌에는 자연언어 문장을 수신하고 도메인, 의도 등을
파악하여 분류한 후 자연언어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수신된
자연언어 문장을 분류하여 학습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선택된 문장을 신뢰도에 따라 그룹에 배정하는
특징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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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특허 제9,984,116호
제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9,984,116
(2018.05.29.)

출원번호
(출원일자)

14/839701
(2015.08.28.)

출원인

4
발명의 명칭

Automated management of
natural language queries
in enterprise business
intelligence analytics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17

인용/피인용 수

113/2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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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9,984,116호는 IBM이 집중하고 있는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특허
이다. 자연언어 쿼리를 처리함에 있어 우선되는 도메인 세트를 결정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미국특허 제9,984,116호는 한 번의 OA를 거쳐 등록되었다. 이 OA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제102조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 심사관은 쿼리에 대응되는
결과 세트의 클러스터링과 랭킹에 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특허적격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Alice 판결 이후에 특허적격성에 대한 거절이
유가 지적된 만큼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출원인의
선택은 바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심사관 인터뷰였다.
심사관 인터뷰 과정을 통해 출원인은 종속항 하나가 미국 특허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의한 거절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출원인은 그 종속
항을 독립항에 병합하는 보정을 수행하여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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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주고
받았는지는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다. 출원인은 쿼리 도메인의 팩트 테이블이
다대일의 기수는 갖지 않고, 일대다의 기수만을 갖는다는 특징을 부가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이 선행문헌에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요,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데이터 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
할 수 있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method comprising:
performing, with one or more processing
device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1. A method comprising:
performing, with one or more processing
device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semantic processing on a natural language
query to identify data sets relevant to the
natural language query;
g ro u p i n g , w i t h t h e o n e o r m o re
processing devices, the data sets into one
or more query domains based at least in
part on one or more relationships among
the data sets;
prioritizing, with the one or more
processing devices, the query domain sets;
and
loading, with the one or more processing
devices, one or more of the query domain
sets in an order based on the prioritizing of
the query domain sets.

semantic processing on a natural language
query to identify data sets relevant to the
natural language query;
g ro u p i n g , w i t h t h e o n e o r m o re
processing devices, the data sets into one
or more query domains based at least in
part on one or more relationships among
the data sets, wherein each query domain
includes a data set comprising a fac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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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s one-to-many cardinality with a
plurality of other data sets and no manyto-one cardinality with any data set, and
one or more data sets each having a direct
many-to-one cardinality relationship with
the fact table;
prioritizing, with the one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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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devices, the one or more query
domains; and
loading, with the one or more processing
devices, the one or more query domains
in an order based on the prioritizing of the
query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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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9,984,116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도메인과 같이 자연언어 검색을 클러스터링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
한다.
- US 2014-0164362: Systems and Methods for Data Relationship Visualization
- US 2015-0186808: CONTEXTUAL DATA ANALYSIS USING DOMAIN
INFORMATION
- US 2015-0278198: METHOD OF CLUSTERING SEARCH RESULTS
- US 2015-0317374: USER-RELEVANT STATISTICAL ANALYTICS USING
BUSINESS INTELLIGENCE SEMANTIC MODELING

미국특허 제9,984,116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자연언어 처리에 있어서의 데이터 관리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Baquara: A Holistic Ontological Framework for Movement Analysis using Linked
Data (2013)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 Natural Language Web Interface for Database (2013) ArXiv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9,984,116호와 미국특허공개공보 제20150278198호를 구성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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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다양한 언어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쿼리 도메인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서
쿼리 도메인의 팩트 테이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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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rosoft 보유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결과
TOP 3 출원인인 IBM, Microsoft, Google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소송을 적극
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송 이력을 근거로 하여 이들 3사가 어떠한
특허를 기초로 향후 침해를 주장할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atent Strength를 기초로 핵심특허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모든 특허가 90점을
상회하는 Patent Strength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5개 특허 각각에
대하여 등록과정 상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행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중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과 핵심특허를
도표로 대비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표 4-5] Microsoft 보유 핵심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예상 존속기간
만료일

발명의 명칭

US 7,739,601

Media authoring and presentation

2024.08.16.

US 9,176,952

Computerized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with
phrasal decoder

2033.01.01.

US 8,516,583

Aggregating the knowledge base of computer systems
to proactively protect a computer from malware

2030.03.17.

US 7,356,188

Recognizer of text-based work

2022.11.06.

US 7,840,569

Enterprise relevancy ranking using a neural network

2028.03.24.

(2) 미국특허 제7,739,601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7,739,601
(2010.06.15.)

출원번호
(출원일자)

10/055538
(2002.01.23.)

출원인

발명의 명칭

Media authoring and
presentation

Microsoft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29

인용/피인용 수

37/38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138

US 7,725,829; US 7,757,171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739,601호는 트렌드 분석 결과 Microsoft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객체 인식과 관련된 특허이다. 미디어 파일의 각 장면을 분석하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미국특허 제7,739,601호는 5회에 걸친 OA 과정을 통해 등록 받았다. 출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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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과 등록 청구항의 내용은 공통된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 중간에 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을 도모하였으나 심판 단계
에서도 역시 거절되었고, 심판에서 패한 이후에 기존 청구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

청구항을 재작성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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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된 청구항에 대해 심사관은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지적하였다. 필수적인
단계가 생략되어 청구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였다. 출원인은 메타데이터 주석,
메타데이터 분석, 플레이리스트 생성, 얼굴 표정 모니터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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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system that monitors reaction to a
media scene, comprising:
a scene retriever that retrieves a scene
from a media store and retrieves from the
media store annotating metadata associated
with the scene;
a metadata analyzer that analyzes the
annotating metadata of the retrieved scene

1. A system that facilitates non-linear

together with annotating metadata of at least

viewing of media, the system comprising:

one other scene in the media store in order

a scene selector that scans a digitaized
media and selects a scene in the digitaized
media;
a metadata generator that produces
metadata associated with the selected
scene and relates the metadata to the
selected scene; and

to identify a relationship;
a playlist generator that evaluates the
relationship and produces a playlist of
related scenes retrieved from the media
store based on the relationship;
a viewer that displays the playlist of
related scenes;

an organizer that places the selected

a feedback receiver that monitors

scene and the metadata in a media store to

passive feedback in response to the playlist

facilitate non-linear viewing of one or more

displayed by the viewer, the passive

scenes.

feedback comprises at least a user's
emotional reaction as inferred by monitoring
the user's facial expression using an image
capture device and recognizing the user's
emotional reaction via the monitored facial
expressions; and
a playlist updater that updates the playlist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passive
feedback.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739,601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각 화면을 분석하여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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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6,389,467: Streaming media search and continuous playback system of media
resources located by multiple network addresses
- US 6,490,370: System and method for describing multimedia content
- US 6,567,980: Video cataloger system with hyperlinked output
- US 6,871,231: Role-based access to image metadata

미국특허 제7,739,601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얼굴 표정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특허
제7,739,601호가 얼굴 표정 모니터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 Comprehensive database for facial expression analysis (2000) IEEE
- Recognizing action units for facial expression analysis (2001) IEEE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739,601호와 미국특허 제6,389,467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고
위
험
핵
심
특
허
선
정
및
분
석

제

4
장

141

차트를 살펴보면 화면을 미디어 저장소로부터 가져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용자의
얼굴 표현 등의 피드백을 감지하여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미국특허 제9,176,952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9,176,952
(2015.11.03)
발명의 명칭

Computerized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with
phrasal decoder

출원번호
(출원일자)

12/238207
(2008.09.25)

출원인

Microsoft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18

인용/피인용 수

40/15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9,176,952호는 언어이해 기술 중 특히 번역과 관련된 특허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9,176,952호는 4회에 걸친 OA 과정을 거친 후 등록되었다.
최초 OA에서는 진보성과 더불어 미국 특허법 제101조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
출원인은 사용자 컴퓨팅 장치에서 기계번역엔진 등이 실행됨을 명확히 하는
대응을 하였다. Alice 판결 이전의 심사실무에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보정만으로
특허적격성 거절이유는 극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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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OA들은 모두 진보성 거절이유를 다툰 것이었다. 출원인은 기계번역엔진,
구문 디코더(phrasal decoder)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출원인은 구문
디코더의 학습과정에서 구문 테이블에 기반하여 통계 스코어가 임계값 이상이면
기계 번역 출력을 수정하는 방식이 선행문헌과 차이점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등록결정되었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computerized system for performing

1. A computerized system for performing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the system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the system

comprising:

comprising:

a phrasal decoder trained prior to run-

a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ngine

time on a monolingual parallel corpus, the

executed on a user computing device,

monolingual parallel corpus including a

the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ngine

machine translation output of the source

trained on a bilingual parallel corpus

language documents of a bilingual parallel

including source language documents and

corpus and a corresponding target human

a corresponding target human translation

translation output of the source language

of the source language documents, and

documents, to thereby learn mappings

configured to receive a translation input

between the machine translation output and

and to produce a raw machine translation

the target human translation output; and

output, at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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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rasal decoder,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ngine, executed on the user computing
device, the phrasal decoder being trained
prior to run-time on a monolingual parallel
corpus, the monolingual parallel corpus
including a machine translation output of the
source language documents of the bilingual
parallel corpus and the corresponding target
human translation output of the source
language documents of the bilingual parallel
a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ngine
configured to receive a translation input
and to produce a raw machine translation
output, at run-time;
w h e re i n t h e p h ra s a l d e c o d e r i s
configured to process the raw machine
translation output, and to produce a
corrected translation output based on the
learned mappings for display on a display
associated with the system.

corpus, to thereby learn mappings and build
a phrase table by establishing phrase pairs
between the machine translation output
and the target human translation output,
wherein the machine translation output is
unedited by human translators, and wherein
the phrasal decoder is trained prior to runtime on a developer computing device on
which the bilingual parallel corpus is stored,
assigning to each phrase pair a statistical
score representing a utility of each phrase
pair; and
wherein at run-time on the user
computing device the phrasal decoder is
configured to process the raw machine
translation output, and to produce a
corrected translation output based on
the learned mappings and the phrase
table, programmatically correcting the raw
machine translation output if a statistical
score for correspondence of the phrase
pair is above a predetermined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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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9,176,952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기계번역 시스템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 US 7,984,034: Providing parallel resources in search results
- US 8,046,233: Methods and systems for local, computer-aided translation using
remotely-generated translation predictions
- US 7,587,307: Method and apparatus for evaluating machine translation quality
- WO2008-083503: MEANS AND METHOD FOR AUTOMATIC POST-EDITING OF
TRANSLATIONS

미국특허 제9,176,952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통계적 기계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 Minimum error rate training in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2003) In Proceedings
of the 41st Annual Meeting on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A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 translation template model for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2006) Natural Languag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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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제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9,176,952호와 미국특허 제7,587,307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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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기계번역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인 기계번역 엔진과 구문
디코더를 갖는다는 점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계번역엔진,
구문 디코더의 특징이 구체화된 부분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구문 디코더의 학습과정에서 구문 테이블에 기반하여 통계 스코어가 임계값
이상이면 기계 번역 출력을 수정하는 특징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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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특허 제8,516,583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516,583
(2013.08.20)

출원번호
(출원일자)

11/096490
(2005.03.31)

출원인

발명의 명칭

Aggregating the knowledge
base of computer systems
to proactively protect a
computer from malware

Microsoft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20

인용/피인용 수

40/75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EP 1708114, US 9043869, KR 1292501, JP 4961153, CN 001841397, IN
00535/DEL/2006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516,583호는 지식 베이스를 종합하여 malware를 검출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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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8,516,583호는 6번의 OA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최초 OA에서
진보성 거절이유가 지적되자 출원인은 등록 청구항과 유사한 형태로 청구항을
재작성하는 보정을 수행하였다. 재작성된 청구항에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 거절

147

이유가 지적되었으며, 출원인은 컴퓨터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동작이
수행됨을 기재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이 사례 또한 Alice 판결 이전의 심사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의 4번의 OA 과정은 진보성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출원인은 anti-malware 서비스 및 이벤트 검출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벤트 검출 시스템을 통해 검출된 의심스런 이벤
트와 anti-malware 서비스를 통해 검출된 의심스런 이벤트를 조합하여
malware를 판단하는 특징을 기재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특징이 선행문헌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등록결정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operating at least one processor on the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of
collecting local machine events and
aggregating the knowledge base of antimalware services and other event detection
systems to proactively protect a computer
from malware, the method comprising:
(a) using the anti-malware services and
other event detection systems to observe
suspicious events that are potentially
indicative of malware;
(b) determining whether the suspicious
events satisfy a predetermined threshold;
and
(c) if the suspicious events satisfy the
predetermined threshold, applying a
restrictive security policy to the computer.

computer to perform a method comprising:
implementing an event detection system
on a computer by at least:
identifying at least one computer
characteristic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computer entry points, data
streams, computer events, and computer
activity occurring on the computer; and
generating metrics based on the identified
at least one computer characteristic;
implementing anti-malware services on
the computer by at least:
observing an event occurring on the
computer;
determining whether the observed event
is a positive indicator of a malware infection;
and
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the
observed event is not a positive indicator of
a malwar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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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the observed event
is potentially indicative of malware; and
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the
observed event is potentially indicative of
malware, reporting the observed event to
an aggregation routine; and
implementing the aggregation routine on
the computer by at least:
analyzing the metrics generated by the
event detection system to identify a first
suspicious event;
receiving a report of a second suspicious
event from at least one anti-malware
service of the anti-malware services;
identifying a combination of suspicious
events, the combination of suspicious
events comprising the first suspicious event
and the second suspicious event;
determining whether the combination of
suspicious events is indicative of malware;
and
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the combination of suspicious events is
indicative of malware, marking an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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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the suspicious events in
the combination of suspicious events as a
malware entity, and applying a restrictive
security policy that alters operation of the

제

computer.

4
장

149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516,583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바이러스와 같은 프로그램의 이상 행동을 검출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 US 6,941,467: Systems and methods for adaptive message interrogation through
multiple queues
- US 7,254,634: Managing web tier session state objects in a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 US 7,340,777: In memory heuristic system and method for detecting viruses
- US 8,036,107: Limiting traffic in communications systems

미국특허 제8,516,583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 역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의도적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 An Intrusion-Detection Model (1987) IEEE
- Reconnex Unveils Network Solution that Protects Corporate Enterprises from
Intentional and Accidental Internal Security Threats (2004) PR Newswire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516,583호와 미국특허 제6,941,467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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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프로세서와 이벤트 감지 시스템, 안티 바이러스 서비스와

4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벤트 검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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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통해 감지된 의심스런 이벤트와 anti-malware 서비스를 통해 검출된 의심
스런 이벤트를 조합하여 malware를 판단하는 주요 특징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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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특허 제7,356,188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7,356,188
(2008.04.08)

출원번호
(출원일자)

09/843255 (2001.04.24)

출원인

발명의 명칭

Recognizer of text-based
work

Microsoft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23

인용/피인용 수

72/21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2004-0268220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356,188호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필터링하는 내용을 개시한다.
미국특허 제7,356,188호는 6번의 OA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본 특허의 OA
과정에서는 선행문헌에 의한 거절이유만이 문제되었다. 출원인은 6번의 OA 과
정동안 단계적으로 텍스트 본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본문을 필터링하는 구성,
필터링된 서브 텍스트의 콘텐츠에 기반하여 해쉬값을 유도하는 구성 등을 부가
하며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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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텍스트 콘텐츠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나머지 콘텐츠를
캐노니컬 포맷으로 재배열하는 필터링 방법을 등록 가능한 특징으로 인정하였다.
출원인은 심사관 인터뷰를 통해 등록 가능한 특징을 가진 종속항을 독립항에
부가하는 보정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으며, 그러한 보정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hashing
a body of text, the method comprising:
obtaining a body of text containing textual
content in a computer-readable format,
wherein the textual content of the obtained
computer-readable formatted body of text is
mutable via software tools for manipulation of
textual content of bodies of text;
filtering the textual content of the body of
text to remove elements of the textual content,
wherein the filtering act produces filtered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hashing a body of text, the method
comprising:
obtaining a body of text;

subtext, which is a subset of the textual
content of the body of text;
formatting the filtered subtext into a defined
image-based format, wherein the textual

deriving a hash value representative of

content of the defined image-based formatted

content of the body of text, perceptually

filtered subtext is immutable via software

distinct bodies of text having hash values

tools for manipulation of the textual content of

that are substantially independent of each

bodies of text;

other.

deriving a hash value representative of
the textual content of the filtered subtext,
perceptually distinct filtered subtexts having
hash values that are substantially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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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ch other, wherein the deriving comprises
hashing the image-based formatted, filtered
subtext resulting from the formatting,
wherein the filtering further comprises
removing superfluous elements from the
textual content, thereby leaving a remaining
textual content and re-arranging the remaining
textual content into a canonical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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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356,188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문서에서 핑거프린트를 추출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과 같은 문서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US 5,465,353: Image matching and retrieval by multi-access redundant hashing
- US 6,081,893: System for supporting secured log-in of multiple users into a plurality
of computers using combined presentation of memorized password and
transportable passport record
- US 6,658,626: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document comparison information
- US 6,701,014: Method and apparatus for matching slides in video

미국특허 제7,356,188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이미지 데이터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 A Robust Image Authentication Method Distinguishing JPEG Compression from
Malicious Manipulation (2001) IEEE
- Efficient Content-Based Indexing of Large Image Databases (2000) ACM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356,188호와 미국특허 제5,465,353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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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된 문서의 특징을 도출하여 해시 값을
생성하는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등록 가능한 특징으로
판단되었던 텍스트 콘텐츠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나머지 콘텐츠를
캐노니컬 포맷으로 재배열하는 필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내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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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6) 미국특허 제7,840,569호

제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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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US 7,840,569
(2010.11.23)

출원번호
(출원일자)

11/874844 (2007.10.18)

출원인

발명의 명칭

E n t e r p r i s e re l e v a n c y
ranking using a neural
network

Microsoft Corporation

현재 권리자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17

인용/피인용 수

222/26

분쟁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

155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840,569호는 신경망에서 관련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
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7,840,569호는 단 한 번의 OA 과정만을 거쳐 등록되었다. 이 OA
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제103조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 출원인은 심사관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보정안을 제시하며 심사관에 거절이유
극복 여부를 문의하였고, 심사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은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 등을 기재함으로써
특허적격성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Alice 판결 이전의
심사실무에 따른 것이다. 진보성과 관련하여 최초 출원 청구항에는 문서들 간의
ranking features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된 feature를 사용해 관련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출원인은 최초의 ranking feature를 변형
하고 표준화하여 관련도 점수를 산출하도록 관련도 산출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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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of
determining a relevancy rank ordering score
for a plurality of documents comprising:
(a) identifying, by at least one processing
unit, a finite set of candidate documents;
(b) for each of the candidate documents:
(i) obtaining raw data for a plurality
of ranking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 document, the plurality of ranking
features comprising at least two of: BM25,
A method of determining a relevancy rank
ordering score for a plurality of documents
comprising:
(a) identifying a finite set of candidate
documents;
(b) for each of the candidate documents:

click distance, URL depth, file type, and
language of the candidate document;
(ii) transforming the raw data for the
plurality of ranking features;
(iii) normalizing the transformed raw data
for the plurality of ranking features;

(i) obtaining a plurality of ranking features

(iv) using a neural network to calculate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 document, at

a relevancy score from the transformed,

least one of the ranking features selected

normalized raw data for the plurality of

f ro m t h e g ro u p c o n s i s t i n g o f B M 2 5 ,

ranking features, wherein calculating the

click distance, URL depth, file type, and

relevancy score further comprises:

language; and
(ii) using a neural network to calculate a
relevancy score from ranking features.

고
위
험
핵
심
특
허
선
정
및
분
석

calculating hidden node scores at
a plurality of hidden nodes from the
transformed, normalized raw data, wherein
the transformed, normalized raw data for
each of the ranking features is provided to
each of the plurality of hidden nodes; and
calculating the relevancy scor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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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hidden node scores;
(c) ranking the candidate documents
according to the relevancy score for each
of the candidate documents; and
(d) displaying a list of the rank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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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840,569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쿼리 검색 결과 등을 랭킹 결정에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 US 7,685,084: Term expansion using associative matching of labeled term pairs
- US 7,689,531: Automatic charset detection using support vector machines with
charset grouping
- US 7,693,830: Programmable search engine
- US 7,792,833: Ranking search results using language types

미국특허 제7,840,569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특정 콘텐츠의 쿼리 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Normalizing Document Metadata Using Directory Services (2007)
- Searching XML Documents Via XML Fragments (2003) SIGIR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840,569호와 미국특허 제7,685,084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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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후보를 획득하고, 관련도를 정의하는 신경망의 일반적인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관련도 산출 과정을 구체화한 내용인
최초의 ranking feature를 변형하고 표준화하여 관련도 점수를 산출하는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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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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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oogle 보유 핵심특허
(1) 핵심특허 선정결과
TOP 3 출원인인 IBM, Microsoft, Google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소송을 적극
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송 이력을 근거로 하여 이들 3사가 어떠한
특허를 기초로 향후 침해를 주장할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atent Strength를 기초로 핵심특허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모든 특허가 90점을
상회하는 Patent Strength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5개 특허 각각에
대하여 등록과정 상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행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중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과 핵심특허를
도표로 대비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표 4-6] Google 보유 핵심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예상 존속기간
만료일

US 7,542,610

System and method for use of images with recognition
analysis

2026.02.25.

US 8,421,872

Image base inquiry system for search engines for
mobile telephones with integrated camera

2032.04.29.

US 8,571,272

Techniques for enabling or establishing the use of
face recognition algorithms

2030.05.22.

US 8,649,572

System and method for enabling the use of captured
images through recognition

2025.12.05.

US 9,710,429

Providing text resources updated with translation input
from multiple users

2033.09.27.

(2) 미국특허 제7,542,610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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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US 7,542,610
(2009.06.02.)

출원번호
(출원일자)

11/543758
(2006.10.03.)

출원인
Patent Strength

발명의 명칭

System method for use of
images with recognition
analysis

Like.com

현재 권리자

Google LLC

93

청구항 수

25

인용/
피인용 수

38/140

패밀리 특허

분쟁
발생여부

Yes (2회)

US 9,678,989 외 36건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7,542,610호는 Google이 Like.com으로부터 매입한 특허로 객체
인식과 관련된 특허이다. 본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모두 Google이
특허를 매입하기 전에 Like.com이 제기한 것이다. Like.com은 본 특허에 기초
하여 2009년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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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7,542,610호는 두 번의 OA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최초 OA에
서는 선행문헌에 의한 거절이유가 지적되었으며, 출원인은 이미지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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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미지가 상품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보정을 통해 선행문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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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를 극복하였다.

장

선행문헌에 의한 거절이유를 극복하자 심사관은 특허적격성과 기재불비 거절
이유를 지적하였다. 특허적격성에 대해서는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방법 발명의
각 단계를 수행한다는 점을 부가하였다. Alice 판결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대한 판단기준이 올라가기 전의 심사실무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에
청구항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세서
단락을 제시하며 보정 없이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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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1. A method for enabling selection of image
content items, the method comprising:
using a processor to perform steps
comprising:
performing image analysis on a
collection of image content item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each image content item;
wherein performing image analysis
includes (i) identifying one or more
objects in individual image content
1. A method for selecting image content

items, (ii) determining a category of

from a document, the method comprising:

each identified object, the category of

performing image analysis on a collection

each object being one of a plurality of

of image content items to obtain information

possible object categories; (iii) identifying

about each image content item, including

a set of features that are specific to the

one or more (i) determination of one or

determined category of the identified

more objects in individual image content

object in each image content item, and

item, (ii) determination of a signature value

(iv) determining information based on the

for each determined object;

set of features for the determined category

stor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mage analysis in a database;

that characterizes the identified object, the
information characterizing the object to be

making the database available for search

separately identifiable from at least some

operations that specify one or more criteria

other identified objects in the determined

determined from a text or image content

category;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document.

stor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mage analysis in one or more data stores;
i d e n t i f y i n g o n e o r m o re c r i t e r i a
determined from a text or image content
provided in connection with either a user or
programmatically identified input; and
performing a search operation to identify
one or more image content items that satisfy
the one or more criteria of the input using
the stored information in the one or more
data stores;

162

wherein at least some of the collection of
image content items correspond to images
of merchandise objects;
wherein performing the search operation
includes selecting one or more image
content items of merchandise objects for
display with a document in response to said
input specifying a merchandise object in the
document;
wherein selecting one or more images
of merchandise objects for display with the
document includes selecting the one or
more images based on a determination that
the one or more images of merchandise
o b j e c t s a re s i m i l a r t o t h e s p e c i f i e d
merchandise object;
providing a link with each of the selected
one or more images of the merchandise
objects, wherein the link is selectable to
enable a user to purchase the merchandise
objects from a network site operated by the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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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7,542,610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 US 6,035,055: Digital image management system in a distributed data access
network system
- US 7,013,290: Personalized interactive digital catalog profiling
- US 7,319,799: Method of recognizing and indexing documents
- US 2003-0063779: System for visual preference determination and predictive
product selection

미국특허 제7,542,610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이미지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차량 번호판 인식에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 An information-theoretic approach to spectral variability, similarity, and discrimination
for hyperspectral image analysis (2000)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 Learning-based approach for license plate recognition (2000) Proceedings of the
2000 IEEE Signal Processing Society Workshop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7,542,610호와 미국특허공개공보 제20030063779호를 구성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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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이미지 정보를 저장, 처리, 제공하는 일반적인 구성은 대응

장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상품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 내용 등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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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특허 제8,421,872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421,872
(2013.04.16.)
발명의 명칭

Image base inquiry system
for search engines for mobile
telephones with integrated
camera

출원번호
(출원일자)

10/783378
(2004.02.20.)

출원인

Google Inc.

현재 권리자

Google Inc.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31

인용/
피인용 수

42/387

분쟁
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7565139외 4건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421,872호는 영상 인식을 통한 검색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을 개시한다.

미국특허 제8,421,872호는 2번의 OA 과정을 거친 후 심판을 통해 등록 결정
되었다. 최초 출원 청구항에서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이 검색 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검색엔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166

활용해야 하므로 출원인은 최초 출원 청구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베이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 과정에서도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발명이 서치
엔진을 특정하여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system for image-based information

A system for image-based information

retrieval from search engines or databases,

retrieval from search engines, characterized

characterized by a) a terminal with a built-

by a) a terminal with a built-in camera that

in camera that is connected to a remote

is connected to a remote data transmission

data transmission network; b) a server

network; b) a server computer on which an

computer on which an object recognition

object recognition program is running, which

program is running, which analyses images

analyses images sent to it and provides

sent to it and provides them with a symbolic

them with a symbolic indexing; c) a search

indexing; c) a search engine that uses the

engine that uses the indexed image to find

indexed image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

information about the image and sends it

image and sends it back to the terminal.

back to the terminal.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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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8,421,872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이미지를 캡쳐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제
- US 6,504,571: System and methods for querying digital image archives using
recorded parameters
- US 7,305,249: Mobile phone system with a card character recognition function

4
장

- US 7,477,780: Image capture and identification system and process
- US 7,565,139: Image-based search engine for mobile phones with camera

미국특허 제8,421,872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빠르게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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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Recognition by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1997)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2001)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421,872호와 미국특허 제7,477,780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는 사용자 단말장치 구성,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서버 구성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영상 인식된 정보를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구성과 대응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미국특허 제8,571,272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168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571,272
(2013.10.29.)
발명의 명칭

Techniques for enabling or
establishing the use of face
recognition algorithms

출원번호
(출원일자)

11/685106
(2007.03.12.)

출원인

Google Inc.

현재 권리자

Google Inc.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31

인용/
피인용 수

116/57

분쟁
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8385633, US 8630493, US 9690979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571,272호는 영상 인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8,571,272호는 3회의 OA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3회의 OA
과정에서 모두 선행문헌에 의한 거절이유만이 지적되었으며, 출원인은 그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권리범위를 좁히는 보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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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 청구항에는 이미지 인식을 위한 단계로 폐쇄된(occluded) 영역을
인식하는 단계, 폐쇄된 영역을 합성하는 단계, 합성된 이미지를 인식하는 단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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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었다. 출원인은 진보성 거절이유 극복을 위하여 폐쇄된 영역을 인식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계값을 기반으로 인식 오류를 판단하는 내용, 합성
단계에서 픽셀 값을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특징들이
선행문헌에 개시된바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 결정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um that stores instructions, the stored
instructions including instructions that, when
executed by one or more processors, cause
the one or more processors to perform
operations comprising:
identifying, from first image data, an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performing recognition on an image, the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identifying, from image data, an object
that is posed so as to occlude one or more
regions of the object;
synthesizing image data for at least some
of the one or more occluded regions of the
object;
performing recognition of the object using
the synthesized image data.

object;
determining whether one or more regions
of the object are occluded;
determining, based on the one or more
occluded regions, whether the object is
associated with a likelihood of recognition
error that exceeds a threshold;
in response to determining that the
object is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cognition error that exceeds the threshold:
synthesizing second image data for at
least some of the one or more occluded
regions of the object, wherein synthesizing
the second image data includes using pixel
values associated with the first image data
to generate pixel values for at least some
of the second image data corresponding to
the one or more occluded regions; and
performing recognition of the object using
the synthesized second image data.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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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8,571,272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객체 인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시한다.
- US 7,391,900: Image processing method for removing glasses from color facial
images
- US 7,711,155: Method and system for enhancing three dimensional face modeling
using demographic classification
- US 7,945,099: System and method for use of images with recognition analysis
- US 8,315,442: System and method for enabling image searching using manual
enrichment, classification, and/or segmentation

미국특허 제8,571,272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이미지 분석과 실제 응용분야에 대한 내용을 논하고 있다.
-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at the End of the Early Years (2000)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An Agent-Based Web-Mining Approach to Internet Shopping (2003) IEEE
Transactions on Fuzz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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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571,272호와 미국특허 제8,315,442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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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객체 인식 방법에 있어 일반적인 내용인 이미지를 분할하여
객체를 얻어내고, 얻어낸 객체를 분석하는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객체 인식 영역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임계값을 기반으로 인식
오류를 판단하여 폐쇄 영역을 인식하는 내용 등이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미국특허 제8,649,572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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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US 8,649,572
(2014.02.11.)

출원번호
(출원일자)

12/395422
(2009.02.27.)

출원인

Google Inc.

발명의 명칭

System and method for
enabling the use of captured
images through recognition

현재 권리자

Google Inc.

Patent Strength

93

청구항 수

33

인용/
피인용 수

117/114

분쟁
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US 7519200 외 41 건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8,649,572호는 영상인식을 위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메타데이
터를 추출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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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8,649,572호는 4회의 OA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다. 심사관은

제

선행문헌에 의한 거절이유를 지적하였다. 초기 대응에 있어 출원인은 캡쳐된

4

이미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여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캡쳐된 이미지를 분석하는 단계로는 차이점을 인정받을 수

장

없었기 때문에, 구체화하였던 부분을 다시 삭제하고 다른 부분으로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출원인은 이미지를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한정하였으며, 이미지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미지의 인식된 정보와 이미지의 일부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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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메타 데이터 세트를 결정하는 것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는 것으로 메타데이터를 한정함으로써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analyzing an image to detect a portion
of the image that corresponds to a person,
and to recognize information from the image
for the person;

A method for enabling retrieval of a
collection of captured images that form at
least a portion of a library of images, the
method comprising:
for each image in the collection,
performing steps comprising:
analyzing a captured image to recognize
information from image data contained in
the captured image; and
generating an index containing index data
that is based on the recognized information.

determining a set of metadata for the
image, wherein the set of metadata includes
the recognized information, and data that
identifies the portion of the image apart from
a remainder of the image;
associating a set of permissions with the
set of metadata;
providing the set of metadata with the image
in accordance with the set of permissions;
wherein providing the set of metadata
includes:
enabling the portion of the image
depicting the person to be selectable
separate from the remainder of the image,
and providing the recognized information
with the image of the person in response
to a user selecting the portion of the image
that corresponds to the person.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8,649,572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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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7,783,135: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objectified image renderings using
recognition information from images
- US 7,890,501: Visual tags for search results generated from social network
information
- US 7,945,099: System and method for use of images with recognition analysis
- US 8,315,442: System and method for enabling image searching using manual
enrichment, classification, and/or segmentation

미국특허 제8,649,572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이미지 분석과 이미지 자료를 의미론적으로 통합 매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SIMPLIcity: Semantics-Sensitive Integrated Matching for Picture Libraries (2001)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at the End of the Early Years (2000)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8,649,572호와 미국특허 제7,783,135호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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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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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살펴보면 얼굴인식 방법에 있어 이미지를 인식하고 특징을 추출하고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 내용은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객체 인식에
이용되는 메타데이터를 한정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메타데이터가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의 일부와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내용과 대응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미국특허 제9,710,429호
가. 분석대상 특허 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US 9,710,429
(2017.07.18.)

출원번호
(출원일자)

12/945312
(2010.11.12.)

Providing text resources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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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with translation input
from multiple users

출원인

Google Inc.

현재 권리자

Google Inc.

Patent Strength

92

청구항 수

31

인용/
피인용 수

33/0

분쟁
발생여부

No

패밀리 특허

-

나. 분석대상 특허의 특징
미국특허 제9,710,429호는 기계번역과 관련된 특허로 사용자가 수정한 번역
결과물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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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제9,710,429호는 4회의 OA 과정을 거친 후 심판을 청구하여 심사관의
견해를 뒤집고 등록 결정되었다. OA 대응에서의 특이점은 최초 2회의 OA 대응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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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심사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에 등록 가능한 특징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자
심판 청구까지 불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출원 청구항과 비교할 때 등록 청구항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기계 번역 시스템이 텍스트의 번역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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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발명의 명료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computer
system, computer와 같이 포괄적이거나 경계가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를 두고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용어를 server, processor와 같이 명확한 대상을 지칭
하는 용어로 한정하였다. 특히 computer system을 server로 변경한 것은 심판
단계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다. 심사관은 기계 번역 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넓게 청구항을 해석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심판관은 청구항에
server와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가 적혀 있는 만큼 심사관이 청구항을
넓게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출원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출원 당시 청구항

등록 청구항

A method comprising:
receiving, by a computer system
including one or more computers, machine-

receiving, at a server including one or

the machine-translated text is a machine

more processors, machine-translated text

translation, by a machine translation system,

in a target language, wherein the machine-

of source text from a source language to

translated text is a machine translation, by

the target language;

a machine translation system, of source

providing the machine-translated text as
a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to a plurality
of users;
detecting, by the computer system, a
modification of the provided machine-

text from a source language to the target
language;
providing, from the server, the machinetranslated text as a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to a user;

translated text by a user of the plurality

detecting, at the server, a modification of

of users, the modification resulting in

the provided machine-translated text by the

a modified translated text, wherein the

user, the modification resulting in a modified

modification includes at least one of an

translated text, wherein the modification

addition of text in the target language to

includes at least one of an addition of text

the machine-translated text, a deletion of a

in the target language to the machine-

portion of the machine-translated text, or a

translated text, a deletion of a portion

re-arrangement of portions of the machine-

of the machine-translated text, or a re-

translated text;

arrangement of portions of the machine-

determining, using the machine translation
system, that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is
an acceptable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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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comprising:

translated text in a target language, wherein

translated text;

determining, at the server and using
the machine translation system, that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is an acceptable
upon determining that modified translated
text is an acceptable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providing, by the computer
system,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as the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to subsequent
users, wherein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is modifiable by one or more of the
subsequent users.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when the
machine translation system has encountered
words/phrases in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in a context of a meaning conveyed by
the source text; and upon determining that
modified translated text is an acceptable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providing,
from the server,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as the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to
subsequent users, wherein the modified
translated text is modifiable by one or more
of the subsequent users.

다. 주요 선행문헌
(ㄱ). 주요 선행문헌 개요

미국특허 제9,710,429호와 관련된 주요 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들 특허는
기계번역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방법, 업데이트 방법 등을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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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7,308,399: Searching for and updating translations in a terminology database
- US 8,204,739: System and methods for maintaining speech-to-speech translation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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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8,265,923: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employing efficient parameter training

4

- US 8,484,218: Translating keywords from a source language to a target language

장

미국특허 제9,710,429호와 관련된 주요 비특허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계번역의 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
있다.
- Automatic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quality using n-gram co-occurrences
statistics (2002) Proceeding HLT '02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Language Techn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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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차트를 통한 선행문헌과의 대비

이하의 차트는 미국특허 제9,710,429호와 미국특허 제8,265,923호를 구성
요소별로 대비 분석한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원 언어에서 번역 대상 언어로 기계번역을 수행할 때 대응되는
구분 쌍을 포함하는 등 번역 최적화를 위한 내용이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수정한 번역문이 용인될 수 있는 번역물인지 판단하는 특징과
같은 주요 내용이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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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쟁대응 가이드

제5장 분쟁대응 가이드
제1절

분쟁대응 절차 개요

본 가이드는 우리기업의 담당자가 특허분쟁 대응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분쟁
과정을 단계별로 조사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파악하였다.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승패와 무관하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기 버거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소 제기나 무효심판 청구
와 같은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가이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협상에
방점을 둔 분쟁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분쟁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i) 경고장 수령 단계,
ii) 사실 관계 판단 단계, iii) 대응전략 수립 단계, iv) 당사자 협상 단계, v) 라이
선스 계약 단계, vi) 소송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 5-1은 이러한 구분에 기초한
분쟁 진행 프로세스의 개략도이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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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특허분쟁 진행 프로세스 개략도

제2절

경고장 수령 단계

KEY POINT
■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는 경고장의 내용/특허권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특허등록관계) 등을 확인하고 회신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검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인 회신을 송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 잠정회신은 권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등의 방향으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특허/제품 등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판단을 포함하거나, 향후의 구체적 대응(감정서 제시 등)을 약속하는 것
등은 피해야 함.

분
쟁
대
응
가
이
드

1. 경고장 접수 및 내용 확인
(1) 경고장의 개념

제

경고장이란 특허권자가 침해 피의자에게 특허 침해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허

5

권자의 특허에 대한 실시를 중지함과 아울러 특허 실시료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장

담겨있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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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의 발생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는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한 시점이다. 경고장 발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경고장 발송
없이 곧바로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을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케 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경고장을 보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경고장의 요건
경고장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특허의 번호와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 기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막연히 제품의 종류(스마트폰, 타블렛, 노트북 등)
만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실제
제품의 모델 번호 정도는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고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회신하지 않아도 추후 고의 침해의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경고장에 기재된 협박이나 과장된 내용에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법률상 의미 있는 경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i) 침해 주장
특허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ii)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iii) 특허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3) 경고장 내용의 분석
경고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고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채 단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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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경고장에 대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회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회신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 기간에 잠정적인 회신은 하는 것이 좋다. 비록 비침해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특허권자의 오판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신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쟁 대응의 기본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관계 중
특히 i)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Claim
Scope), ii) 특허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Validity), iii) 특허 침해가 성립
되는지(Infringement), iv)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Legal Defense)에 대해서 검토·분석되어야 한다.
사실 관계의 명확한 검토를 기초로, 방어의 승산과 리스크를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더니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가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권리와 제품을 비교할 때
비침해가 확실하거나, 특허권 행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권리행사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 그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 판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되면 대응 전략도 잘못되기 때문에 대응에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상을 하거나
소액의 화해금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 소송으로 발전하고 거액의 손해
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
경고장에 기재된 문제 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 검토는 물론이고, 특허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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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라이선스 계약을 원하는 것인지, 시장 진입 방해나 퇴출을 기도하는 것인지),
심각성(협상과 소제기 중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요구 사항의 수용 가능성
및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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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주장 특허권 확인
(1) 청구항 확인
특허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침해 피의 제품과의 관련성 및 침해 여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적 및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침해
주장 특허는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회피 설계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협상
의 객체가 된다.
침해주장 특허에 대한 사실 판단의 대상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정 청구항
이다. 특허권자가 청구항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침해주장
특허의 어느 청구항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
해야 한다.

(2) 특허권의 권리 관계 확인
침해주장 특허는 자사의 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되고 있는 국가에 등록된 특허가
된다.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원되었더라도 각 국가마다 심사 과정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발명에 대해서 각 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 상황은 조금씩
상이하다. 어느 국가에는 등록이 되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거절되었을 수도
있고, 권리범위도 국가마다 청구항의 한정사항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침해가 문제되는 국가의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침해주장 특허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i) 특허 소유권자, 발명자, 명의 변경
및 권리 이전 사항, ii) 특허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및 연차료 납부 사항, iii)
특허의 Family 현황 및 패밀리 국가에서의 진행 사항, iv) 원출원과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등록 출원 등과의 상호 관계, v) IDS 제출 자료(미국 특허의 경우)22)
및 심사관 인용 자료, 국제 조사 자료 등의 심사 과정에서의 선행기술을 조사
해야 한다.

22) 미국에서는 출원인이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개시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이다. IDS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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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장에 대한 답변
(1) 회신 방법의 유의 사항
경고장을 받고 나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지만 경고장을 받는 즉시 회신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경고장에 기간(평균 2~4주)을 지정하여
회신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오판을 방지하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지정 기간 내에
잠정적 회신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침해 여부,
유효성, 기타 항변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토를 종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회신은 잠정적인 내용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질적 회신은 사실
관계의 확인이 끝난 다음에 하여야 한다.
경고장을 받고 나서 즉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하며, 만일 경고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잠정적
회신을 하되 상대방에게 경고장에서의 불충분한 내용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는
형태로 대응하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난 후 실질적 회신 및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경고장에 청구항 분석표와 증거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잠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사실 확인 시간을 벌고,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굴한 대응 논리들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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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질적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회신 내용으로부터 상대방의 특징, 분쟁 대응 능력, 회사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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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를 알아내고자 할 것이다. 회신 내용은 필요한 사항만 냉정하고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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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해야 한다. 특히 회신은 서면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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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성 또는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분쟁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장래 의무를 부담하는 서술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간을 스스로 한정하여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 제품 샘플을 공여하거나 공장
시찰의 승낙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상대방의 추궁을 허용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권자의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때 많이 이용되는 전략은 특허권자에게 특정 청구항과 특정 제품
부분 사이의 침해 관계를 지적하게 하는 것이다. 즉, 특허침해의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원고(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자가 침해 내용을 구체
적으로 지적할 의무가 있음을 들어 그 설명과 자료 제시를 적당한 시기의 회신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 관계의 특정 및 자료 제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 부담을 주면서
경고장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만일 특허권자 측의 회신이 언제까지 없을 경우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회신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② 성실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
③ 출원 경과 서류를 입수해야 하는 등 검토 준비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
④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며, 호의적인 해결을 희망한다는
내용
⑤ 특허침해주장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자에게 과제를
던지면서 경고장으로서의 효과를 퇴색시키는 내용

(2) 초기 대응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경고장에 대한 처리 및 회신은 특허 분쟁의 시작이며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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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정적인 회신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치밀하고 철저
하게 침해주장 특허를 분석해야 한다. 출원 포대를 입수하고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침해 여부 및 무효성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특허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권자가 요구
하는 사항이 생산 또는 판매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하는
것인지,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침해주장을 한 상대방이
NPE의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일 것이다.
침해주장 특허가 타 업체에 라이선스 된 경우가 있는지 또는 소송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하여야 하고, 기존에 해당 특허를 라이선스 받은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사업 규모나 특허 대응력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업계의 유수한 업체들이 이미 라이선스 계약한 특허라면 조기에 협상을
추진하여 최대한 계약 조건상 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조기 협상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 통상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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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실 관계 판단 단계

KEY POINT
■ 사실관계 판단 단계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임.
■ 관련 특허에 대한 정보(포대)를 입수하여 클레임차트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대응을
위해 바람직함.
■ 특허권의 유효성, 자사제품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경험 있는 내·외부의 전문변리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

1. 침해주장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1) 심사 포대 (File Wrapper) 입수 및 분석
특허의 권리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출원 심사 포대(File Wrapper)를 입수
하여 등록되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자료와
출원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 보정 사항, 권리 제한 사항, 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청구항의 문구들을 해석하고 금반언의
사항을 찾아내어 권리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2) 청구항 해석을 통한 특허청구범위 확정
청구항 해석은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특허
청구항의 적정한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허 분쟁에서 무효 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다. 청구항은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Markman Hearing 절차를
통해 먼저 청구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게 된다. 이때 청구항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구항의 해석은 용어가 사용된 문맥에서 그 의미를 추출하여야 하며, 그
문맥은 청구항 자체, 다른 청구항들, 명세서, 도면 및 심사 경과 등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이 때문에 청구항의 진의를 특허 명세서, 도면 및 출원 경과 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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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침해 여부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을 구성 요소마다 분류 정리하고, 불명료한 용어 및 기재는 명세서,
도면, 선행 자료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의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청구항의 한정 사항 또는 전제 조건 및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항 뿐만 아니라, 종속항에 대해서도 청구항 분석이 필요하다. 독립
항에 대해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종속항에 의해 특허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밀리 특허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청구항과의 관계, 선행 인용
자료, 보정 및 정정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약우선권에 의해 타국에 진입
되는 특허출원은 번역상의 오류나 심사 진행상의 실수로 인해 원출원의 의도와
벗어나서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침해주장 특허의 유효성 검토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의 심사관이 모든 선행기술을 조사하였
다고 할 수 없으며, 심사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침해주장 특허에 대해
서는 반드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 가능성뿐 아니라 특허적격성 및 기재불비에 의한 무효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Alice 판결이 있기 전에는 특허적격성
무효에 대비한 청구항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해
주장 특허가 2014년 이전에 등록된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라면 특허적격성 무효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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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침해 여부 분석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특허침해의 대상이
되는 자사 제품의 특정이다. 판매(수출)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시 예정의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간혹
특허침해 소송에서 확인 대상 발명(기술)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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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 판결이
나와도 침해가 아니며, 비침해 판결이 나와도 실제 제품의 침해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편으로는 침해 대상 제품의 국가별 판매 현황, 거래선, 해당 모델, 침해주장
특허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배경, 경쟁사의 관련 기술 적용 동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침해 여부의 판단, 침해로 인한 책임의 범위 및 동 기술
적용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여부의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침해 여부에 따라 무효
주장의 논리가 다르게 전개될 수는 있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에는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 (All Element Rule, AER)에
따른 문언 침해 (Literal Infringement),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에
의한 침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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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침해여부 판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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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응전략 수립 단계

KEY POINT
■ 대응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검토한 특허권의 유효성, 침해가능성, 기타 법률적
하자 여부에 따라 승산을 평가함.
■ 또한 라이선싱 체결시의 경제적 부담, 라이선싱 거부 및 패소에 따른 경제적 위험 및 경영적인
피해를 평가함.
■ 승산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협상전략을 결정함.
■ 승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회피설계를 중심으로 협상에 의한 라이선싱 전략이 바람직하며,
승산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라이선싱 주장의 철회 혹은 유리한 조건에서의 협상타결을 추진함.

1. 분쟁 승산 검토
대부분의 경우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100%인 경우는 거의
없다. 확인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자사의 관점에서
자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경우 실제 분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없다.

2. 대응 논리 수립
(1) 대응 논리 수립의 필요성
검토 결과 승산이 높은 경우에는 분쟁의 대응이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경우 승산이 높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은
수립해야 한다. 또한, 승산이 낮은 경우에는 회피 설계, 라이선스, 사업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응을 하고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응 논리에 따라 분쟁은 중단될 수 있고, 장기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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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확대되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대응 논리 수립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성향 파악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특허권자가 협상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지, 소송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구체적인 대응 논리 수립 방안
가장 기본적인 대응 논리는 특허 무효와 비침해 논리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허 무효 및 비침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자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항상 상대방(특허권자)의 반박을 예상한 대응 논리까지 준비해야 한다.
대응 논리는 특허 청구항 분석표를 가지고 선행 기술 또는 제품과 침해주장
특허를 비교하되, 청구항 해석상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므로 그러한 논리를 뒷받
침하는 증거 자료들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하다.
대응 논리는 단계별로 준비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 1차 논리를 상대방이 다른
이유를 들어 반박할 경우, 그 반박을 깰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2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굴되었다면,
사실 관계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변리사와 협의하여 의견을 받는 것이 좋다.

3. 특허권자의 요구사항 분석
특허권자는 통상적으로 i)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 ii) 가격 경쟁력을 약화
시키려는 목적, iii) 특허 로열티 수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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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권자가 NPE인 경우에는 위 3가지 사유 중 특허 로열티 수입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NPE가 아닌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
하거나,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로열티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한다. 특허 로열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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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규모의 투자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시점에 특허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일정한 요율을 정해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4. 대응 전략 수립
(1) 대응 방향 설정
특허 분쟁 대응의 성공은 사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승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적인 영향이 큰 경우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에 협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에는 소송비용과 인력의 소모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로열티 절감 효과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의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영상 미치는 영향과 승산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협상으로 분쟁을 철회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상호 리스크를 분담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대방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 협상의 전략적 측면에서 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2) 승산이 낮은 경우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에는 우선 실시를 중지하고 회피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 환경 상 즉시
중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손해배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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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설계를 할 경우에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회피 설계로 인한 제품의
품질 저하, 원가 상승, 출시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에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실시 중지 등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과 예상되는 로열티를 비교할 때, 회피 설계보다 실시권 획득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회피 설계의 경우 반드시 회피 후
다른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검증을 해야 한다.
회피 설계안을 마련하였다면 실제 제품에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와 무관하게
특허출원을 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을 하거나 향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허발명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상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받는 방안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제기된 경우에 특허권을 양수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자사가 침해주장 특허의 최초 협상자라면 특허권의 매입도 추진
할 수 있으며, 최초의 라이선시(Licensee)라는 측면에서 최혜 대우(Most
Favorable License)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특허가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
라면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또는 특허 매입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레버레지(Leverage)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특허의 하자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어 특허 로열티 또는 매입 가격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피 설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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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산이 높은 경우의 대응 전략
특허에 ① 선행 기술의 무효 자료로 신규성, 진보성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및
② 불공정 행위, IDS 제출 의무 위반 등 법률적 하자가 명백한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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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경고장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 이와 같은 하자 사유 및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되거나 흠집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분쟁의 초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무효 자료 및 사유가 매우 강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타결할 수 있는 무기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특허
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승산이 높은 경우라도 소송은 엄청난 비용과 결과의 의외성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협상에 의한 타결 또는 철회가 최선의 대응
전략이다.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초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 분쟁의 경우 미국 소송대리인을 잘
선정하고, 소송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승산을 높이고 소송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

5. 인공지능 특허에 특화된 무효 대응전략
(1) 개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을 통한 무효전략이 가장 많이
쓰일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특허를 무효시키는 전략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는 소프트웨어적 특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잘못 기재하여 기재불비와 관련된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무효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미국 특허법 제101조 무효 사유 검토
인공지능 특허, 특히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
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무효 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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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2014년 이전에 등록받은 특허라면 제101조에 의한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이전에는 실행 주체를 ‘by process'와 같이 적어주는 것만으로
특허적격성을 인정해주는 심사실무가 운영된바 있기 때문이다.

(3) 미국 특허법 제112조 무효 사유 검토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기술과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많다.
따라서 청구항을 기재할 때 사용자의 동작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재불비에 의한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기술하다 기재불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용자가 실제로 청구항에 기재된 동작을 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작과 관계없이 침해가 발생하는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이다.
사용자의 동작이 능동형으로 기재된 모든 경우가 기재불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능동형으로 사용자 동작이 기재된 경우에 언제 침해가 발생하는지 불명확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바, 청구항 기재 형태를 살펴보고 미국 특허법
제112조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선행문헌에 의한 무효 사유 검토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들, 특히 선도 기업의 특허들은 선행문헌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특허들이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특허문헌이 아닌 비특허문헌에서 선행문헌을 찾는
일이다.
특허출원일보다 앞서는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찾을 수 없고, 약간 늦은 시기에
발표된 논문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논문 작성 전 실험 등에서 대중에 공개된
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논문 발표일은 특허출원일보다 늦지만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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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특허 내용에 대응되는 연구 결과물이 대중에 공개
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6.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 사례
(1) 사실관계 개요
사실관계
1. A사의 경고장 접수
■ 200x년 x월 x일 A사의 본사는 일본의 B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음.
A사는 본사 특허팀으로부터 위 경고장 내용을 전송 받음
2. B사의 경고장 내용
■ A사는 제조/판매중인 X제품을 통해 B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
■ 현재 침해품 제조/판매 중단 및 향후 비 침해 서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할 것
■ 침해품이 배포된 거래처 명단, 거래처별 배포된 침해품의 수량 및 매상고 , 잔고수량, 국내외
침해품 판매기간 등 침해행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할 것
■ 수신 후 2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 취할 것임

(2) A사의 양해서신 송부
A사는 B사의 경고장에 대응하여 양해서신을 송부하였다. 양해서신에는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다는 A사의 기본적인 입장과 함께 회신일을 기재하였다.
회신일은 경고장 송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xx월 xx일로 기재하였으며, 사건의
복잡함에 비추어볼 때 20일 이내의 회신이 어렵다는 설명을 부가하였다.

(3) 문제특허의 권리현황 파악
B사가 현재 X제품이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문제특허에 대해, A사는
family 현황 및 권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문제특허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에
적법하게 출원되어 권리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의 권리기간이 20xx년
xx월 xx일까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고장을 보낸 B가 문제특허의 특허권자
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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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제품의 문제특허 침해여부 파악
A사는 특허등록공보 및 심사경과서류를 입수하여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X제품이 B사 문제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인 변리사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검토결과 B사 문제특허는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일부 특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권리범위 축소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A사의 X제품은 B사 문제특허의
특허등록공보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자사의 X제품이 B사의 문제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5) 연구개발과정의 조사
A사는 X제품의 개발과정을 조사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A사는 고객사 P사가 B사의 X제품의 실물을 주면서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개발에 착수한 터였다. 고객사 P사의 이러한 행동은 국산화를 통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흔히 있는 경우다.
A사는 X제품에 참여한 연구원 및 개발팀원들과 회의를 거듭 진행한 결과,
A사의 X제품이 고객사인 P사에 납품되면서 일본 B사의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B사가 A사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게 된 상황과, A사의 X제품 개발과정
중에 관련 특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B사의 X제품과 완전동일하게 제품개발을
하게 된 상황을 파악하였다. 개발과정 중에 관련 특허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개발과정이 특허출원 후 공개 전까지의 1년6월의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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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효자료의 조사
A사는 B사의 문제특허에 대해 무효자료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일반논문,
카탈로그, 매뉴얼 등 기타 자료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는 연구원 및 개발팀원들이
수행하고,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부서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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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내외에서 조사를 병행하였다.
며칠 밤을 새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선행하는 무효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외부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무효자료는 없었다. 이는 일본 B사가
X제품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표준을 좌우할 정도의 선도 기업이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7) 회피방안의 강구
A사는 연구원 및 개발팀원들과 마라톤 회의를 통해 회피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침해에 따른 과거 손해배상액에 비해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피설계는
사실상 할 수 없었다. 고객사인 P사가 일본 B사의 X제품과 완전하게 동일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개발제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고객사인 P사는 국내업체의 기술력을 믿지 않았으며, A사는
이러한 P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8) 협상용 특허 보유여부 파악
A사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특허 맞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크로스
라이센스를 유도하거나, 로열티 협상 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응무기가 될 수 있는 특허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본 B사는 해당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그 특허가 막강하였지만, A사는 이제 막 제품을
역설계를 통하여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을 갖춘 기업에 불과하여 대응무기가
될 수 있는 특허가 없었다.

(9) 마지막 대응책
A사는 최종적으로 고객사 P사에게 일본 B사가 X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선 고객사 P사의 X제품 구매 담당하는 물품구매부서
K모 과장을 방문하였다. K모 과장으로부터 일본B사가 X제품을 납품하기 시작
하게 된 과정을 문의한 결과, 일본 B사는 오래전부터 P사에게 X제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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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P사의 K모 과장을 찾아
와서 자신들이 기능이 향상된 X제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향상된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 테스트를 위해 도면과 X제품의 샘플을 자신에게 주고 가서,
K모 과장의 부서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본 결과 테스트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부품으로써 X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A사가
그 X제품의 샘플 및 도면을 주고 간 시기가 언제였느냐고 질문하자, K모 과장이
수첩을 확인하고서 199x년 XX월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확하게 일본에서 특허출
원하기 2개월 전이었다. 개발부서, 영업부서, 특허부서가 서로 부서의 입장차이
때문에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도 특허출원 준비 중에 영업부서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고객사들에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도면과 샘플을 제공한 경우였다.
고객사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도면과 제품 샘플을 제공한 순간
그 제품기술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한 출원은
자신 스스로의 공개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고객사인 P사의 K모 과장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여 해당도면을
복사하였고, 또한 만약을 위해 그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K모 과장
에게 받아 두었다.

(10) 회신 서신의 작성
A사는 K모 과장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얻은 무효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신 서신을 작성하였다.
• 귀사의 특허를 분석해 보았다.
• 귀사의 특허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특허임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귀사의 특허는 무효사유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귀사의 특허출원일(199x년 X월 X일)로부터 약 2달 전인 199x년 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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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일 귀사의 영업부서 직원이 고객사 P사에게 마케팅을 목적으로
귀사 X제품에 대해 그 기능 및 재원을 설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도면
및 샘플을 제시하였던 것이 고객사 직원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미
진술서도 확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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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면과 샘플을 보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면 그 기술을 알 수 있으므로 X제품에 대한 귀사의 특허는 신규성
상실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당사는 귀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귀사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당사도 귀사의 특허에 대해 더 이상 무효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다.

(11) 회신 후기
이러한 회신을 보낸 후, 일본 B사는 어떠한 서신이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A사는 본 특허침해 경고 건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제특허의
무효자료 검색 시 특허자료 또는 논문 등의 서류만이 아니라 특허권자 스스로에
의한 공개자료도 검색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23)

23) 출처 :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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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당사자 협상 단계

KEY POINT
■ 협상 단계는 당사자 사이에서 특허와 제품 간의 포지션을 서로 확인하는 기술협상과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해결방식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나뉠 수 있음.
■ 기술협상 단계에서는 비침해, 무효, 권리행사의 하자에 대해 논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하여 비즈니스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사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은 피해야 함.
■ 비즈니스 협상에서는 기술협상에서 나타난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절충점을 찾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보다는 상호간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여 윈-윈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협상 준비
협상을 임할 때는 소송의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 및 논리를 예측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생각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인식토록 만들어야 한다.
협상은 논리와 명분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는 강하게 주장하여
로열티 인하 또는 침해주장 철회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침해, 무효, 법률적 하자의 논리를 개발하거나 기술 협상(Technical
Discussion)시 상대방의 예상되는 질문 또는 반박 논리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내가 상대방이라면 나의 취약한 논리가
무엇이며 가장 부담스러운 논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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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협상 시 자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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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상대방의 침해주장을 단순히 틀렸다고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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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청구항 구성 요소 중 어느 구성 요소가 제품에 보이는지 지적해 달라거나,
어떠한 논리에 의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질문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협상에서 빠짐없이 공격하여 상대방
에게 공을 넘겨 놓는 것이 좋다.
협상 전에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협상안은 자사가 양보할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양보의 대가로 얻을 사항
등을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성해 놓아야 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 즉 레버리지를 준비해 두어야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갈
수 있다.

2. 기술 협상(Technical Discussion)
(1) 기술 협상의 준비
기술 협상은 특허 침해주장 내용의 명확화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통하여
양사의 특허적 포지션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기술 협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침해주장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시켜서 자사의 강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거나 우월적 입장에서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근거 확보를 하는 것이 기술 협상에 임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
기술 협상은 특허 협상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술 협상 일정이 정해진 이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술 협상을 준비할
때에는 비침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침해 입증 자료에는
청구범위 중에서 해당 제품이 실시하지 않는 구성 요소만 열거하는 것이 좋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별로 전체 대비를 하게 되면 “이 구성 요소는 있다. 이 구성
요소는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있다’라고 한 만큼은 대응됨을 인정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향후의 협상
과정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 요소를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제품이 실시하지 않는 구성 요소만을 열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르
다고 이야기한 다음 ‘왜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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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구조는 입증 책임을 가지는 특허권자가 언급하여야 하므로
방어자 측에서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자(방어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방어자가 해당 제품의 구조와 비침해라는 사실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라고 반문하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에도 자사 제품의 구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허의 침해 입증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사가 실시하는 제품의 구조는 자사가
제조하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므로 자사가 이야
기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면 무난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고
상대방이 입증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침해 입증 자료 준비에 이어서 무효 입증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데, 무효 입증
자료는 비침해 입증 자료와 형식이 다소 달라진다. 무효의 입증 책임은 방어자측에
있기 때문이다. 무효 대상이 되는 청구범위와 선행 기술의 1:1 대응의 무효 차트
를 작성하되 가급적으로 부가적인 설명은 피해야 한다. 부가적 설명은 자사가
특허 청구범위, 혹은 선행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가급적이면 그것을 피하고 청구범위 구성 요소와 선행 기술의 대응되는 부분을
1:1로 매칭 시켜주는 정도로 무효 차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독립
항을 무효시킨다고 하더라도, 종속항이 살아남아 여전히 침해가 성립한다면
그 종속항도 무효시켜야 한다. 따라서 종속항에 대해서도 독립항과 마찬가지로
1:1로 대응하는 무효 차트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비침해, 무효 외에도 특허권 자체 또는 권리 행사의 하자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을 만들고 이에 대한 판례 및 법리적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기술 협상의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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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를 낮추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협상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설령 특허권자의 특허에 그대로 읽혀진다고
해도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 협상을 통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특허의 약점에 대해 방어자
측에서 강력하게 무효 및 비침해 대응을 할 것임을 예상토록 하여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특허권자가 리스크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무효 자료 및 논리와 비침해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협상은 상대방 특허권자 측의 협상 전문가와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의
협상 전문가의 개인적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특허료를 낮추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어디까지나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방 협상자가 CEO나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면, 협상자는 CEO나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명분 없이 분쟁을 철회하거나 특허료를
낮출 수 없다.
기술 협상 과정에의 또 다른 목표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협상의 결렬로 소송이 제기될 때 원고인 특허권자가 주장하게
될 논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논리를
깰 수 있는 방어 논리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자사가
회피 설계를 추진할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논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술 협상 방법과 유의사항
기술 협상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방어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특허 침해주장 또는 특허 유효성 주장을 반박하는 ‘부인(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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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특허발명이 다름을 부각시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차별화(Differentiation)’, 특허권이 유효하고 자사 제품이 특허
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자사의 사용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사용임을
주장하는 ‘사용의 정당성 근거 확보(Despite)’,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와
제품 생산/판매 지역 차이를 주장하는 등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책임 최소화(Decrease)’가 그것이다.
기술 협상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 침해를 인정하거나 핵심 쟁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 협상은 다만 상호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는 화해 협상의 성격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만일 침해를
인정한다면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협상이 결렬
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기술 협상 미팅에 있어서는 사전에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해 두는 것이 좋다. 특허 설명회와 같은 미팅에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발표 자료에 비밀사항임을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3. 비즈니스 협상(Business Negotiation)
(1) 비즈니스 협상의 중요성
협상은 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이전에 상호간의 협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수단이다. 소송은 양 당사자에게 패소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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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권자가 소송까지 전개할 때에는 자신이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특허권자의 포지션을 재점검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방어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 비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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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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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판사 또는 배심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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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자의 입장에서도 특허권자가 시장 진입 저지 또는 시장 퇴출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과도한 로열티 요구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의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특허 무효를 입증할 유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여 충분히 우호적인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협상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분쟁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자사의 주력 상품이어서 수익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비즈니스의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
및 패소 시의 엄청난 피해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로열티를 지불하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허 소송 이전에 협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에 이른다면 대부분의
경우 협상에서 증거나 논리로 상대방을 충분히 설복시키지 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에서도 판사나 배심원을 설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 비즈니스 협상 전략 수립
특허 기술 협상(Technical Discussion)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표면적으로는
특허권자 측에서는 침해 및 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할 것이고, 방어자 측에서는
비침해 논리와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하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양측이 상호의
특허적 포지션을 확인하게 되고, 각자의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 나아가 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하든지 철회하든지가 결정되게 된다. 기술
협상에서 충분히 상대방 특허권자를 설복시켰다면, 상대방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을 철회토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비침해나 무효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212

적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측면에서 상호 리스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지니스 협상은 상호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를 분담(Risk Sharing)하는 차원
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즉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권자가 때로는 자신의 특허 입장(특허 침해 여부 및 특허 유효성
측면)이 객관적으로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어자가 기술 협상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강한 입장이라면 소송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허권자가 오히려 악수를 두었다고 인식케 하여 오히려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고 소송
제기 사실만을 가지고 협상의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비즈니스 협상 사전 준비
협상의 전술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상대방 특허권자의 정보, 라이선스 또는 소송 정보, 자사의 제품 라인과 매출
정보 및 향후 사업 계획(Projection), 특허 무효 자료, 시장 전망 자료 등 협상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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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기술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 특허의
Portfolio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Counter Claim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사
특허의 가치 평가도 포함하여 비교 평가), 기술 협상 결과에 대한 특허 자료를
만들어 협상에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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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협상에서 사용할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제공
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에서 논의할
자료에는 “SETTLEMENT PURPOSES ONLY"라고 명기해 두어야 한다.
계약 협상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질문 목록을 만들고, 상대방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많이 이야기 하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실수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자사가 제안할 협상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협상안은 철저한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몇 단계의 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Counter
Proposal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사의
의견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골라 협상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거나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할 수단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레버리지는 무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이점의 제공,
또는 협력 방안 등이 될 수도 있다. 레버리지로 사용할 카드는 다양한 형태로 준
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단종 및 모델 변경(회피
설계)을 레버리지로 제시할 수도 있다.

(4)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계약 협상에서 누가 먼저 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하느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먼저 카드를 보이고 방어자 측에서 나중에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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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먼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높은 조건에서 협상을 시작할 가능
성이 있으며, 반대로 방어자 측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시작점은 낮으나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이 있다.
높은 조건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특허권자 측 협상 실무자가 의사 결정권
자에게 이를 보고할 것이라고 본다면, 상대방의 초기 기대 수준이 높아져 향후
상대방 협상 실무자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조건을 낮추어 먼저 제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적 기대 범위보다 낮추어 정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약 협상에서 특허료의 최저점은 어느 선이 될 것인가?
협상의 결렬로 상대방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의 금액을 최저점
(Bottom)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협상의 진행이 결렬 상태로 가지 않도록 지속시키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실무 협상을 최종 단계에서 양사의 최고 경영층 협상으로
격상시켜 전격 타결하는 방법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5) 협상의 타결
당사자 간 우호적인 협상에 의해서든 소송 결과에 의해서든 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하여야 한다. 위에서 정리된 전략을 가지고 협상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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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상대방의 기대 수준을 높이거나 그렇게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중하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는 강력히 대응
하여야 할 것이며, 요구 조건이 최소화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절 타협 시점을 놓치면 특허적으로는 다투어 볼 만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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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협상으로 타결될 수 있는 것을 소송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실패한 협상이다.
많은 소송비용을 들이고 비즈니스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상대방도 소송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더 낮은 특허료로 협상이 타결되기도 어렵다.
협상은 감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에 입각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위해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동의서(LOI, Letter of Intent)를 작성
하게 된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문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향후 계약
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요한 합의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계약서 조항의 협의에 있어 큰 틀을 확정해 놓음으로써 계약
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24)

24) 출처 : 다래 자체자료 "시스벨 관리 국내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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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라이선스 계약 단계

KEY POINT
■ 특허권자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계약 특허의 범위, 계약 제품의 범위, 계약 지역, 계약 기간,
특허료 산정 방식에 대해 결정해야 함.
■ 의무 조항의 경우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변호사,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1. 계약 특허(Licensed Patent)의 범위
계약 대상 특허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분쟁 대상 특허로 한정하는 방법
(Patent by Patent), 분쟁 대상 특허와 관련한 특허 패키지 또는 계약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의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료에 차이가 없거나, 다른 특허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넓게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좋겠으나, 일시불이 아닌 경상 특허료 지급 방식인 경우에는 계약
범위에 따라 특허료의 지불 대상이 넓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들 특허에 대하여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불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한 번에 해결하는 것
이므로 넓게 받는 것이 좋겠으나, 경상 특허료 지급인 경우에는 가급적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특허료에 영향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 특허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일단 라이선스 계약을 한 이후에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로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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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제품(Licensed Product)의 범위
계약 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허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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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특정 모델 제품으로 특정하는 방법, 관련 제품을 포괄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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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품은 향후 특허료 지불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료 지불에 차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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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불의 경우에는 가급적 폭 넓게 정하는 것이 유리
하다.
특허료 지불 조건이 일시불인 경우에는 넓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으나, 경상
특허료 지급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시불이더라도
계약 제품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이다.

3. 계약 지역(Licensed Territory)
계약 지역에 따른 구분으로는 World wide License, Country by Country
License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World wide 인 경우에는 특허료
Rate가 작으나 모든 생산 물량에 대하여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Country
by Country인 경우에는 국가별 Rate가 다르면서 고율인 경우가 많으나, 계약
특허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생산 또는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만 특허료를 지불
하면 된다. 따라서 방어자 측 입장에서는 수출 지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에 계약 특허가 존재한다면 제조와 관련하여 모든 제품이 계약 제품이
될 수 있으므로 World wide 계약과 차이가 없으나, 한국에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출 대상국가의 판매분 만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Country
by Country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한국 특허가 없거나 무효
또는 비침해가 확실하다면 특허료 지불 대상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Country by Country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우선적으로 한국 특허의 무효성 및
침해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고 기술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계약 기간(License Period)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다른 계약
조건에 연동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년 내지 5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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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기 계약을 하면서 특허료를
인하할 수 있다면 장기 계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 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은 기술의 수명이 짧은 경우, 향후 회피 설계 또는
다른 기술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향후 자사의 특허 취득으로 특허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갱신 계약을 할 때 특허료를 다시 인하하거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계약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하의 기회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낮은
특허료 협상을 전제로 하고 Lump sum 계약의 형태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향후 해당 물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다.

5. 라이선스의 범위(License Scope)
일반적으로는 계약 특허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가 되겠으나, 특허권자의 라이
선스 정책에 따라서는 실시 허여가 아닌 ‘특허 침해의 면책(Release)’, ‘부제소의
특약(Covenant no to sue)’ 또는 ‘특허 주장을 하지 않는 (Non-assertion)’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자에 대한 효과는 같으나, 법적으로는 라이선스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아닌 불법 사용에 대하여 면책 또는 제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Exclusive) 실시권 또는 비독점(Non-exclusive) 실시권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특허료가 달라질 것이다. 서브라이선스 권한 여부에 대한
협상이나, 일부 국가(한국 등)에서의 독점 실시권을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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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의 범위는 계약 특허의 사용, 제조, 판매의 권한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특허권자에 따라서는 실시의 범위를 제조로만 제한하거나 판매로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소진(Exhaus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조항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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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료(Royalty)
특허료 산정 방식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의 판매 예상 물량을 상호 합의 하에
정하여 특허료 총액을 정하는 방법과 실제 판매 물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특허료 대상 물량이 많거나 향후 급증이 예상된다면 일시불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전체적인 특허료 규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불(Payment)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자의 경우에도 일시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특허권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일시불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의 이러한 재정 상태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특허료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일시불의 경우에는 자사의 자금 여력 및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몇 차례 나누는 분할(Installment)로 지급하도록
협상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향후 시장 전망이나 기술의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한
지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 계약 제품이 단종되어 특허료 산정의 물량에
변동이 발생하여도 다시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협의에 따라 환불 조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Irrevocable, Unrefundable)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상 특허료의 지급 방식에는 특허료를 정액으로 정하는 방법과 정률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제품의 판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하는 것이 유리
하나, 제품이 고기능화 되어 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순판가(Net Sales Price)를
정하여 일정 요율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서 순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 운송 및 보험료 등은 판가에서 공제되며, 광고 선전비 및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특허료, 판매 관련 경비 등은 협상 여부에 따라 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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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Amount의 Cap을 정하여 Maximum 또는 Minimum Payment를
규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특히 특허권자는 Minimum Payment를 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물량에 따른
Sliding Scale에 따라 특허료를 차등 지급하여 특허료를 낮추는 방법이나
Maximum Payment를 Cap으로 정하여 지불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계약에 포함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경상 특허료는 라이선시(Licensee)가 지불 기간과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계약
제품의 판매 물량에 대하여 해당 특허료를 산출하여 특허권자에게 보고서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동 Report에 대한 정규 또는 필요 시
회계 감사(Audit)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즉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보고
(Report)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이에 대한 감사(Audit)의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
으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로열티 리포트를 제출하고 기말 30~60일 내에서 지불
기한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으로 특허분쟁에서 시작된 계약 협상은 계약일 이전에 생산, 판매한 계약
(침해) 제품에 대한 과거분 특허료에 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게 마련이다. 일시불
계약 조건에서는 과거분이 일시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Running 계약
조건에서는 Initial Payment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는
계약일 이전의 침해 제품에 관한 것으로 Covenant not to sue 또는 Past
Release 형태를 취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과거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계약서상에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법정 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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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많은 조항들이 있으나,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논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다만 전반적으로 의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
하기 보다는 쌍무적 또는 형평성에 근거하여 정하거나 호혜주의 원칙 및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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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송 단계

KEY POINT
■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소송 초기에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소송 단계 개요
협상이 결렬되면 최종적으로 분쟁은 소송으로 격화되게 된다. 소송에 접어들
었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분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놓지 않고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특허침해소송이 청구항
해석 절차 이전인 소송 초기에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
하도록 하겠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특허침해소송은 대리인을 수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실무적인 상세한 내용 보다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변론준비 절차(Pre-trial)
(1)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
특허침해소송이 시작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침해피의자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의 보존을 위한 선의의
노력(good faith)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보전조치 의무는 침해피의자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알게 된 시점 또는 소송에 연관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협상이 결렬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던 시점부터는 증거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보전에 선의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된다. 법원은 작게는 징벌금 부과에서부터 크게는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는 것까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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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사례로는 코오롱이 이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듀폰에게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소장 제출 및 답변서 제출
원고(특허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과 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0일 이내에 소장을 송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각종 신청(motion)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또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대응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청구할 수 있는 신청에는 i) 원고의 청구에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는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ii) 소장이 접수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송 신청(motion to change venue),
iii) 원고의 청구가 모호하여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다 정확한 기재
신청(motion for a more definite statement), iv) 소장에 포함된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삭제 신청(motion to strike)이 있다.
피고는 소환장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피고의 신청에 의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편이다.
답변서를 통해 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상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특허침해 부존재의 항변과 특허무효의 항변이
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해 더 많은 쟁점에서 심리가 진행
되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의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반소인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세우는 전략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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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개시절차
증거개시절차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증거개시절차에서 공개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추후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이다.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은 제시할 증거와 증인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기 때문에 변론절차에서
불의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증거에는 i) 변호사-클라이언트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ii) 변호사의 작업물(work product immunity)가
있다. 변호사-클라이언트 비밀유지권은 절대적인 보호 대상이지만, 변호사의
작업물은 조건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최근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각종 자료가 저장된다는 점에서 전자증거개시,
즉 e-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e-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전자문서,
데이터, 이메일, 스캔 문서,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 증거(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를 대상으로 증거개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자 증거 역시
삭제나 파기된 경우 성실히 증거개시절차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국내 기업이 e-디스커버리에 임할 때 문제될 수 있는 점은 특허소송 사건과
관련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전자 증거로 제출될 때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내법과
e-디스커버리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Markman Hearing
Markman Heraring이란 특허청구항의 해석을 확정하는 특허소송에만 존재
하는 특유의 제도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Markman 판결 이후 법제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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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을 따서 Markman Hearing이라 불리게 되었다.25)
Markman Hearing에서는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와 외적 증거
(extrinsic evidence)에 근거하여 청구항을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에 비해 우선시 된다. 내적 증거란 특허 청구항, 명세서, 출원경과와 같은
특허 자체에 담겨진 증거를 말한다. 외적 증거란 전문가 증언, 관련 논문, 사전
등을 포함한 특허 외부의 증거를 말한다.
Markman Hearing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실상 특허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게
된다. 청구항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침해냐 비침해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약식판결이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없고 법률적인 판단
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특허무효 사유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약식
판결을 신청해볼 필요가 있다. 약식판결은 증거개시절차 종료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약식판
결을 하게 되고, 사실관계에 쟁점이 남아있다면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3. 변론절차(Trial)
(1) 변론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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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에 들어서기 전 소송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될지 법관재판으로 진행
될지가 결정된다. 연방 수정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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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배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이 법관재판에 비해 승소율과 배상액이 높다는 점에서 특허
권자 측에서는 배심재판을 선호하는 편이다. 배심원은 임의로 선정된 배심후보자
중에서 판사와 양 당사자의 대리인의 신문을 통해 선정되며, 소송당사자나 대리
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편견이 있는 자는 배제된다.
판사는 본안심리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다.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실무는 지방법원별로, 판사별로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2) 모두발언
본안심리에 들어가면 원고, 피고 순서로 모두발언(Opening statement)을
진행한다. 모두발언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판사와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다. 양 당사자의 대리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의 개요, 증인 소개와
그가 증언한 내용, 증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한다.

(3) 증인신문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원고 측이 반박 증거로 신청한
증인 순서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각각의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한 측의
대리인의 주신문, 상대방 대리인 측의 반대신문의 순서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허소송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증언하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4) 최종변론
양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은 사실관계, 증거, 적용 법률 등을 정리하여 최종적
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 최종변론에서는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5) 배심원 평결 및 판결 선고
배심재판의 경우에 판사는 최종변론 후 소송의 쟁점과 적용 법률을 배심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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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설명한다. 배심원에 대한 설명에는 증명책임, 증거제출책임, 관련 법률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설명을 받은 후 배심원실에 격리되어 평의를 진행한다. 배심평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평의가 계속된다.
의견이 일치되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정에서 발표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특허침해 여부, 고의침해 여부, 특허 무효 여부, 배상액 등이 포함된다.
배심원 평결은 판사의 판결 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6) 판결 이후 신청
판결 선고 이후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여러 종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판결 선고 후 신청으로는 i) 심리 진행 중 중대한 실수가
있었음을 이유로 심리를 다시 해달라는 재심리 신청(motion for a new trial),
ii)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판결 변경 신청(motion to amend
judgment), iii) 배심 평결이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이를 파기해
달라는 법률문제 판결 신청(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이 있다.

4. 항소절차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어느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는지에 무관하게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특허사건을 포함한 몇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관할을 집중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사건의 전문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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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재심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문의 초반부에는 쟁점 사항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는 문구가 적혀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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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사례
(1) 소장 제출 및 답변서 제출
본 사례는 해외 NPE A사가 국내 대기업 B사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례이다. A사는 전자장치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사가 이를 침해하였다며 2014년 9월 26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 제기 당일에 소환장을 발부
하였으며, A사는 2014년 10월 15일자로 소장과 소환장을 B사로 송달하였다.
B사는 2014년 11월 3일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26일에는
원고의 청구가 명확한 침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흠결이 있다며 각하 신청
(motion to dismiss)을 하기도 하였다.

(2) 증거개시절차 및 Markman Hearing
2015년 1월부터 증거개시절차가 시작되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증거
개사절차뿐 아니라 e-디스커버리 제도에 의한 증거개시절차도 진행되었다.
2015년 6월 5일 청구항 해석에 대한 prehearing을 시작으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었다. 한 달간 쟁점을 정리한 법원은 2015년 7월 20
일에 명령을 내려 2015년 9월에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청구항 해석에 관한
Markman Hearing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몇 개월에 걸쳐
Markman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청구항 해석이 이를 통해 확정되었다.

(3) 약식판결
청구항 해석이 정해지자 B사는 다양한 종류의 약식판결을 청구하며 A사의
소 제기를 각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약식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명령에 의해 봉인되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있는 약식판결을 예로 설명하면, B사는 계쟁 청구항이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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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무효 사유가 있는 청구항이라며
약식판결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계쟁 청구항이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특정 장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설령 B사의 주장과 같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쟁 청구항은 장치-변환 테스트를 통과하였
다며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사의 약식판결을 기각하였다.

(4) 변론절차 및 배심원 평결
소 제기 후 2년이 경과된 2016년 9월에 드디어 변론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미국 특허소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그만큼 비용과 자원도 많이 소모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담이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에 변론절차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배심원들은 B사가 A사의 계쟁 청구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배심원들은 B사가 A사에 총액 350만 달러에 이르는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B사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률문제판결(judgement as matter of law,
JMOL)을 청구하였다. 이는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으니 판사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다. B사는 청구항 해석, 신규성 상실의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에 대한 법률문제판결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중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만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후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감액되게 된다.

(5) 항소절차

분
쟁
대
응
가
이
드

B사는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결론을 받아들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B사는 계쟁 청구항의 특허적격성 존부,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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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적격성 존부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계쟁 청구항이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전자장치에서 정보를 요약, 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종래의 시스템에 특정한 진보를 가져오는 청구항이라고 판단하여 특허적격
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규성 무효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무효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B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규성 무효와 관련된 B사의 주장도 배척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허침해여부와 관련하여, B사는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점, 침해피의제품은 계쟁 청구항의 일부 한정사항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청구항 용어, 명세서 기재 내용, 심사과정을
모두 참조할 때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증언을 토대로 B사 제품이 A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정하였다. B사 제품의
침해가 인정된 결정적인 증거는 B사의 사용자 매뉴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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