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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은 ICT 산업화의 고도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로서 근래 국내외에서 관련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국내 관련 기업 등에서 AI,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특허 획득 및 이를 통한 지식재산 경영에 일부 어
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기준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연구하여 관련 기관과 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IP5 국가에서의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현황에 관하여
각국의 특허법, 특허심사지침서 등의 문헌 및 주요국 특허청에서의 심사사례를 통한 판단기준 등을 통
하여 비교 연구하여,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판단 기준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1. 발명의 성립성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 판단을 발명의 정의 규정 및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
하고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고, 한국 특허청에서는 제외국의 특허청에서 성립성을 부정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상의
특허대상(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을 형식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사법적(司法的) 불특허 대상의 하나
인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사상에 추가되어 있는 구성이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추가적 요소’로 인정된다면 특허 적격성이 인정된다.
특허적격성이 부정되는 경우, 하드웨어의 구성을 추가하여 특허적격성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러
한 사례는 많지 않다. 결국 미국특허청에서는 IP5개국 중에서, 특허 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될 가
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특허 적격성이 충족된다면, 진보성 부정으로 거절될 가능성은 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의 경우, 발명의 성립성 판단을 발명의 정의 규정 및 정보처리를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
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점에서는 한국과 공통이다. 데이터의 경우에도 단순한 정보의 제시가 아니
라, 일정한 제어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면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취급하여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
본 특허청에서는 청구항 말미의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컴퓨터, 3D 프린터 등
의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
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의 일부 구성에 의한 정보처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유럽 특허청의 경우, 청구항의 구성 중 계산모델이나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수학법칙으
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항의 구성 중, 영업이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술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 비록 하드웨어 부분의 기술적 특징을 인정하여 특허 대상으로는 인정되지만, 진보성 판
단 시에는 비기술적 특징을 제외하고 이를 판단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비기
술적 특징이라도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제공한다
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할 수 있고 진보성 판단시에는 이러한 구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AI의
수학적 모델링 방법 자체는 비기술적 정신작용이지만 기술적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보여 준다면 기술적
특징으로 취급된다.
중국 특허청의 경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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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으로 보아 중국 특허법 상의 불특허 대상으로 취급한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적으
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의약용도 발명’ 뿐만 아니라 ‘용법, 용량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특허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용하기 힘들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가 많고, 일본, 중국 특허청에서도 일부 유형의 발명에 대하
여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청구된 발명이 자연법칙 자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립성은 폭넓게 인정하고, 명세서 기재불비 혹은 신규성·진보성 등의 기타 특허요건을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명세서 기재요건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에서는 AI관련 발명의 경우,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과
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이 부
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AI 기계
학습 데이터 입력과 출력 상호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
어도 당업자가 추인할 수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에서는, 독립청구항에는 필수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수의 독
립청구항 상호간에 발명의 카테고리를 제외한 특징적 구성요소가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결국 청구항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학습된 신경망의 사용방법에 관한 청구항에 관하여, 이는 특정한
물건이나 장치의 사용방법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는 점을 들어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중국 특허청에서는 청구항의 형식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
으나 매체에 저장된 내용을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码)’로 한정하는 것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프로
그램(程序)’과 달리 심사실무에서 청구항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타 국가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시스템(一种系统) 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①‘학습데이터’의 특정, ②학습데이터의 특성 상호간에 목적으
로 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③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용 모델’(신경망
모델 등) 및 그 ‘학습방법’, ④ 이와 같은 학습데이터 및 학습방법에 의하여 목적으로 하는 ‘학습(된)모
델’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알 수 있어, 당해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청구항의 형식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기재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발명의
실체적 내용에 따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3. 신규성·진보성 판단
AI 관련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에서는 학습데이터와 학습모델을 기
준으로 진보성 판단하고 있다. 미국특허청의 경우, AI, IoT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
에 나아가기 전에 발명의 특허 적격성 부정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특허청의 경우, 발명의 구성
이 인용발명과 기재상·표현상 차이가 있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
으므로,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의료행위 관련 물건 발명의 경우, 기존의 발명을 단순히 인
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이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적 특징이 인
정되지 않는 부분은 진보성의 평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항에 기재된 컴퓨터 등의 하
드웨어를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아, 성립성의 인정은 쉬운 편이나 진보성 부정으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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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높다.
AI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응용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IP5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고, IoT 서비스 발명에서 기존의 에
너지 원격검침, 세탁기 등에 단순히 응용한 경우에는 IP5 공통으로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응용분야이고, 이러한 응용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IP5 주요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보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기존의 발명을 다른 응용분야에 적용할 때에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응용분야의 차이로 인하여,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거
나, ‘효과의 차이점이 현저’한 경우에는 응용이나 전용(轉用)에 따른 구성의 차이가 작은 경우라 하더라
도 전체적으로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I 또는 IoT 서비스 기술의 접목으로 오차율, 정밀도, 재현율, F1 값 등의 지표에 의하여 표시되는
성능 지표의 향상이 있다면, 그 향상의 정도에 따라 효과의 현저성 및 이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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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rnet of Things (IoT) related technologies occupy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llowing the advancement of ICT industrialization.
Related patent applications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domestic related companies, etc., have complained of some difficulties in acquiring patents
for AI and IoT service-related inventions and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them partly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on domestic and foreig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atent
requirements of AI and IoT service-related inven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on the patent legal protection standar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service-related technologies and present them to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e of patent legal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servicerelated technologies in IP5 countries is comparatively studied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such as
patent laws and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of the countries, and judgment standards through
examination cases in the patent offices.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riteria
for judging patent requirements for inventions related to AI and IoT, and to present desirable criteria
for judgment.
1.

Subject-matter patentability

In Korea,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is judg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invention and whether information processing specifically uses hardware,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ather broadly recognizes it even if the patent office of other
countries denies the patentability. I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ven patent claims
formally claim for one of eligible subject-matters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it can become an ‘abstract idea’, which is one of the judicially created non-patentable
subject-matters. If the composition added to the abstract idea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additional
element’ to the extent that it reaches the ‘inventive concept’, patent eligibility is recognized. If the
patent eligibility is denied, it is possible to regain the patent eligibility by adding a hardware elements,
but there are not many such cases. In the end,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s most likely
denied patent eligibility among the five IP countries. However, if the patent eligibility is satisfied,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due to denial of non-obviousnes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Japan, it is common with Korea in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an inven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invention and by whether or not hardware is specifically used
for the information processing. When data contains a certain control structure not simply presenting
information, its eligibility is recognized as a kind of program. The Japan Patent Office’s claim
construction is not limited by the literal type of phrase at the end of the claim, but by the actual
content of the claim. Data that specifically controls hardware such as a 3D printer, can be seen as a
kind of software and the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is recognized. In addition, there is a case denying
the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for lacking of information processing by some elements of hardware.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computational model or algorithm per se in the elements of the claim
is excluded from the patentable subject-matter as abstract mathematical law, and the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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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or administrative procedure in the claim are not recognized as effective
technical elements. Even though eligibility of a claim is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denying the
inventive-step is very high since non-technical characteristics are excluded for the judgment of
inventive-step. Non-technical characteristics, however, can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vention if it fulfills the technical purpose, supports the achievement of the technical purpose, or
provides a technical effect. The mathematical modeling method of AI itself is a non-technical mental
process, but it can be treated as a technical feature if it shows interactions with technological
systems.
In the case of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 is a case in which a diagnosis
metho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was treated as an un-patentable invention
under the Chinese Patent Law, regarding it as substantial treatment method or diagnosis method for
humans. This position, however, is hard to be adopted in Korea, since the ‘patent eligibility’ is
recognized even for ‘pharmaceutical use invention limited by therapeutic method or dosage’ as well as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use’ which is essentially a therapeutic act.
There are many cases of which patent eligibility are denied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the some kinds of inventions, the patent eligibility are denied by the Japanese and Chinese
Patent Offices.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claims the natural law itself or the mathematical
algorithm itself, it is desirable to utilize other patentability requirements such as inadequate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novelty, or inventive-step requirement.
2.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Regarding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quires
that, in the case of AI-related inventions, specific correlations between learning data and machine
learning models be described. In the case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specification descriptions has been an issue since the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of AI-related inventions is often denied. The Japan Patent Office requires that a certain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of AI machine learning data is explicitly stated, or that it can be
at least confirmed by those skilled in the art.
In some cases, the European Patent Office has found that characteristic elements excluding the
categories of the invention are inconsistent among a plurality of independent claims, based on the fact
that essential elements are to be described in the independent claims, and ultimately determined that
the claims lack clarity. In addi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claims regarding the method of using the
learned neural network were judged to be inadequate, considering that it is not a method of using a
specific object or device or a solution to a certain problem, and therefore it is not an allowed
category of invention.
In relation to the format of the claim,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cognizing the
claim of ‘a medium in which a computer program is stored’, judged as lacking clarity for limiting the
content stored in the medium to ‘computer executable code’, unlike for limiting it to ‘computer
executable program’.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scope of the claims is unclear for the ‘system’
claims, which is allowed by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invention that performs machine learning, the specification should have ① the
specificity of ‘learning data’, ② that there is a ‘correlation’ for the purpos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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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earning data, ③ the ‘learning model to be trained’ using the learning data (Neural network
model, etc.) and its ‘learning method’, ④ that the target ‘learned model’ can be obtained by the
aforementioned method, or at least these can be recognizable by an ordinary technician so that the
invention can be easily implemented.
As for the formal type of the claim, it is preferable to recognize as broadly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invention as long a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denied a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in the claim is clear.
3.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step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and inventive-step of AI-related invention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 determining the inventive-step based on learning data and learning
models. In the case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I and IoT service-related inventions
are often rejected for lacking of patent eligibility before proceeding to the novelty and non-obviousness
judgment. In the case of the Japan Patent Office, even if the elements of the invention differ in
description and expression from the cited invention,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lement as long as
the structure and function are the same, leading to denying of novelty. In addition, in the case of
medical practice-related product inventions, inventive-step is denied when the existing invention is
simply performed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model.
In European Patent Office, on the premise that the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business’ or
‘administrative’ procedure, whose technical characteristics are not recognized, do not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the inventive-step, many cases are determined as lacking inventive-step based on the
hardware such as the computer described in the claims. The eligibility of an invention is rather easily
recognized, but the invention is more often rejected as lacking inventive-step.
When the application field of AI machine learning has not been found in the past, and new
effects are recognized by such application, IP5 countries are commonly affirming their inventive-step;
for the invention of IoT services simply applied to existing remote energy meter reading, washing
machine, etc. the inventive-step is commonly denied in IP5 countries.
If the application field of machine learning is a new application field that has not been found
before, and a new effect is recognized by such application, it is reasonable to affirm its inventive-step,
even in the light of cases in IP5 major countries. When applying the existing invention to other
application fields, if the technical fields are the same or closely related, the inventive-step is likely to
be denied.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in such application fiel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difference in ‘purpose’ or occurrence of a ‘new effect’, and thus a careful review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inventive-step of the invention as a whole, as long as the
‘specificity of the purpose’ is recognized or the ‘the difference in effect is remarkable’, even though
the difference in composi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r use is narrow.
If there is an improvement in performance by the grafting of AI or IoT service technology,
indicated by the indicators such as ‘error rate’, ‘precision’, ‘recall’, ‘F1’ value, etc., the saliency of the
effect and therefore the inventive-step can be recogniz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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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l ICT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내용 중의
하나임
- 정부에서도 2019.12.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인공지능(AI)을 통하여 산업의 생산성 및 더
나은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l AI 핵심기술(G06N) 및 IoT 서비스 분야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AI 핵심기술(G06N) 출원*은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IoT 서비스 분야
의 출원**도 매년 증가세
* AI 출원: 1,367건(2017) → 2,506건(2018) → 4,358건(2019)
** IoT 서비스 출원: 516건(2017) → 757건(2018) → 881건(2019)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 하락과 내수부진을 해결하고자 AI와 IoT 서비스 발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특허정책*을 수립
* IoT 서비스 용도별 특허분류체계와 심사기준 마련, 2017년
- 그런데 AI 및 IoT 서비스 분야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부재로 국내 관련 기업
에서 특허획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AI-IP 협의체 1차 간담회(2020.2), AI-산업계 간담회(2019.5, 2019.7)
l 따라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기준에 관한 국내외 동
향을 연구하여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목표
l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 현황에 관하여, IP5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함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한 IP5개국의 ‘심사기준’을 비교·검
토함
- AI 및 IoT 서비스 관련하여 IP5 중의 복수의 국가에서 출원되어 심사절차가 진행된 발명에
대하여, 실제 심사사례를 비교하여 IP5 국가에서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
준의 적용 사례’를 비교·검토함
l 위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출원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기준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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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정의 및 기술적 특징
- 특허법 상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서비스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
함
- IP5 국가에서 AI와 IoT 서비스 발명의 정의 및 이에 따른 CPC 분류 기준 및 키워드 등을
파악함
l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된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을 IP5 국가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함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국가의

‘심사기준

(Guideline, 審査指南, MPEP)’을 비교·검토함
- AI 및 IoT 관련하여 IP5 국가 중 복수 국가에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심사출원 경과를 비
교하여 IP5 국가의 심사기준의 실제 적용을 비교·검토함
l 위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출원발명에 대하
여,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등의 바람직한 판단방법을 제시함

제4절 제공할 연구 성과
l IP5 국가에서의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제공함
l IP5 국가의 심사기준 중,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요
건 충족여부 ‘판단기준의 비교’
- IP5 국가 중 복수의 국가에서 출원된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를 통한 IP5
국가에서의 ‘심사기준 적용 사례의 비교’
⇒ 이를 통하여,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요건에 관한 IP5 국가에서의 심사기준 현
황 및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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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의 특징
제1절 인공지능(AI) 기술의 정의
1. AI 기술
l 음성인식, 패턴인식 등 고도의 ‘지적활동’을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인공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
l AI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논리추론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
는데 1950년대에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는데, 하드웨어 성능의 한계와 인간 두
뇌의 신경망을 모사한 ‘인공지능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효율적인 학습(훈련)방법의
부재 등으로 정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1986년 UC 샌디에이고의 David Rumelhart 등에 의
하여

‘다층의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back-propagation algorithm)이

학습시킬

발표되면서1)

수

있는

‘오차역전파

알고리즘’(error

기계학습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최근

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최근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다층의 인공신경망’2)을 활용
한 ‘심층학습’(deep learning)의 형태로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응
용분야가 더욱 확장되고 있음

2. AI 기계학습의 분류
l AI의 구현을 위한 기계학습은 ①인간의 관여정도, ②학습(훈련)의 실시간 여부, ③학습에 따
른 데이터 일반화의 정도의 3가지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음3)
l 기계학습시 인간에 의하여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 혹은 인간의 ‘감독’의 정도에 따른
분류
-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학습 알고리즘에 제공되는 ‘데이터 셋’에 일종의 정답인 ‘레
이블’(label)이 부착되어 제공되어, 데이터와 레이블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함(학습) → 향후
레이블 없이 데이터만 주어지더라도 학습된 데이터와 레이블 상호간의 관계(함수)로부터 레이
블 값을 (사례로부터 혹은 수립된 모델로부터) 추정하여 출력함
-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레이블의 제공 없이 ‘군집화’(clustering) 등의 알고리즘
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추출함
· 비지도 학습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①군집화, ②시각화(visualization)와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③연관규칙 학습(association rule learning) 등이 있음
·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의 상당수는 지도학습 기반으로, 비지도학습 애플리케이션은 지도학습
애플리케이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1) D.E.Rumelhart, G.E.Hinton, and R.J.Williams,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Vol.1, pp. 318-362
“Learning Internal Representation by Error Propagation”, MIT Press, Cambridge, MA, USA, 1986; David
Rumelhart et al., “Learning Internal Representation by Error Propagation”,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Technical Report, Sept. 1995. https://apps.dtic.mil/dtic/tr/fulltext/u2/a164453.pdf
2) 종전에는 다층 신경망에서 은닉층(hidden layer)이 2층 이상이면 이를 심층망이라고 하였지만, 현재는 은닉층이 수
십, 수백 개에 달하는 것도 있어, 다층 신경망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오렐리앙 제롱 저, 박해선 역,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 TensorFlow, 한빛미디어, 2020, p.362 각주 19.
3) 예를 들어, 오렐리앙 제롱 저, 박해선 역,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
TensorFlow, 한빛미디어, 202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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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일부의 데이터 셋에만 레이블이 제공되어, ‘비지도
학습’의 특성과 ‘지도 학습’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
· 다수의 이미지에 대하여 군집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비지도
학습),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하여 레이블을 제공(지도 학습)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강화 학습(reinforced learning): 학습하는 시스템인 ‘에이전트’(agent)가 어떤 ‘정책’(policy)을
수립하여 행동한 후, 이러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보상’(reward)혹은 ‘벌칙’(penalty)을
받고,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하여 최적의 정책을 수립함
· 강화학습의 성능은 ‘보상’과 ‘벌칙’의 합계로 평가할 수 있음
l 실시간 훈련 여부
- 온라인 학습: 훈련용 데이터 셋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학습하는 방식
- 배치 학습: 미리 확보한 훈련용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식
l 데이터 일반화(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을 위한 입력 데이터의 추상화 정도)의 정도: ‘사례’와
의 비교 v. 새로운 ‘모델’의 형성
- 사례 기반 학습: 기존의 학습데이터 사례의 특성을 기억하고(학습),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의 특성에 기초하여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찾아가는(예측) 방식.
- 모델 기반 학습: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훈련)시킬 ‘모델’을 상정하고 학습데이터를 이용
하여 모델을 학습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형성하고(학습), 향후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학습된
모델에 기초하여 출력(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형성된 이후에 예측과정에서는 기존의 사
례 데이터가 필요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례 기반 학습과 차이가 있음
· 기본적인 학습모델로는 ‘1차 회귀’, ‘다항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logistic regression) 모
델이 있음
· 그 외 Support Vector Machine(SVM), 결정 트리, Random Forest, 차원축소, K-means
clustering 모델이 있음
· 최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는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지 인식
에 널리 활용되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 분량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Recurrent Neural Network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3. 인공 신경망 모델
l 인공 신경망 모델(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기계학습에 의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
는 방법에서 현재는 인간 두뇌의 뉴런을 모사한 Perceptron을 다수 연결한 인공 신경망 모델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Perceptron은 다수의 입력에 대하여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을 한 후 단위계단함수의 출력을
하며, 하나 혹은 복수의 Perceptron으로 AND, OR, NOT, XOR 논리연산(Boolean algebra)이
가능함
- 인공신경망에서는 perceptron의 출력함수로 signoid 함수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출력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음
- 인공신경망이 한 층으로 구성된 경우 한 층을 구성하는 뉴런 개수를 무한히 하거나, 뉴런의
층수를 복수로 하면, 입력과 출력 상호간에 다양한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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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계 학습: 파라미터의 조정을 통한 손실함수의 최적화
- 신경망 모델에서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 값’과 ‘목표 출력값’(참값)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값으로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사용하며, 손실함수로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 Cross entropy 등이 사용됨
- 기계학습의 목표는 뉴런의 입력 가중치, 편향값 등의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것임
- 학습데이터 입력에 따라 구해진 손실함수에 대하여, ‘오차의 역전파’4) 기법 및 ‘통계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는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구함

4. AI 기계학습의 사례
l 필기체 숫자 인식
-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집된 아라비아 숫자 10개의 이미지로부터 이를 유사한 형태로 군집화를
한 후(비지도 학습), 각각의 군집에 대하여 0~9까지의 레이블을 부착(지도학습)하여 필기체
숫자를 기계학습 하는 방법은 ‘준지도학습’의 유형에 해당함
l 스팸 메일 분류
- 다수의 이메일에 대하여 ‘스팸메일’ 혹은 ‘정상메일’로 구분하는 ‘레이블’을 붙인 후, 레이블이
부착된 다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팸메일과 정상메일을 구분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은 ‘지도
학습’의 유형에 해당함
- 만일 이메일에 대하여, ‘광고’, ‘무료’, 등의 문자 등이 포함된 메일 등으로 ‘군집화’를 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한 후, 이에 대하여 ‘스팸메일’, ‘정상메일’의 ‘레이블’을 부착하는 과정을 포함
하면, 이는 ‘준지도학습’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l 구글 Deep mind사의 ‘알파고’(Alpha Go)
- 2016년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이세돌)와 대국하여 승리한 바둑(Go)프로그램인 알파고
는 기존의 바둑 기보 수십만 개로부터 바둑 돌을 두어야 하는 최적의 착점 위치 정보와 패턴
을 학습하고(‘지도학습’), 학습된 정책을 바탕으로 자가(自家) 대국(對局)을 통하여 승리한 경
우 보상을(+1), 패한 경우 벌점(-1)을 부여하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대국 정책을 수정하
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강화학습’)으로 학습한 바 있음
- 한편 그 후, 2017년 당시 세계 최고 랭킹의 바둑 기사인 중국의 커제와 대국하여 승리한 ‘알
파고 마스터’(AlphaGo Master)를 업그레이드 한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는 기존의 기보
에 대한 학습(지도학습) 없이, ‘강화학습’ 형태의 기계 학습만으로 바둑 최고수를 능가하는 기
력을 보인바 있음

5. AI 관련 발명의 종류
4) 인공신경망에 의하여 논리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1943년에 McCulloch, Walter Pitts에 의하여 발표되
고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델인 Perceptron이 1957, Frank Rosenblatt에 의하여 발명되었으나, 인공신
경망에 존재하는 다수의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의 부재로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 분야의 발전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6년 David Rumelhart에 의하여 발표된 ‘오차 역전파’ 기법은 신경망에 대하여 기계학
습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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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학습모델링 발명
- AI의 학습 모델을 형성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l AI 응용발명
- AI의 학습 모델 형성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AI 발명의 적용이나 응용분야를
새로운 기술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

6. AI 관련 특허 분류
l CPC 분류 중에서, AI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분류로는 아래를 들 수 있음
- G06N(특정 계산모델에 기초한 컴퓨터 시스템)
· 20/00(기계학습)
· 3/00(생물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 5/00(지식 기초 모델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 7/00(특정 수학 모델에 기초한 컴퓨터 시스템)
- G06Q(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 10/00 (행정, 경영)
· 30/00 (상거래, 예: 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 50/00 (특별한 사업 영역에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예: 유틸리티 또는 관광)
- G06K 9/00 (인쇄되거나 쓰인 문자 또는 패턴의 인식을 위한 방법이나 배열)
- H04N(화상 통신, 예: 텔레비전)
· 5/00(텔레비전 시스템 세부), 7/00(텔레비전 시스템), 21/00(선택적 콘텐츠 배포, 예: 인터
액티브 TV, VOD)
- A61B(진단, 수술, 식별)
· 1/00(신체 내부의 시각적, 사진술에 의한 의학적 진단을 수행하는 기기)
· 3/00(안구 시험 장치)
· 5/00(진단목적을 위한 탐지, 측정, 기록)
· 6/00(방사선 진단을 위한 장치)
· 8/00(초음파, 음파, 저주파를 사용하는 진단)
l 특허청 AI관련 발명에 대한 ‘신특허분류’
-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특령9(2의2), 고시4(2)(너)]를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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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 이러한 신특허분류는 2018. 1. 1. 이후의 출원분에 대하여 적용되며5) 기존의 국제특허분류
(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와는 별도의 분류체계이며, 부분류 또는 부가정보로만 사용되며,
신특허분류에 의하여 기존의 IPC 혹은 CPC의 분류가 변경되지는 않음

7. AI 관련 발명의 ‘키워드’
l AI, 인공지능, 人工知能, 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심층학
습, Deep learning, 신경망, Neural network, etc.

제2절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정의
1. IoT 기술
l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각종의 ‘사물(thing)’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수집된
데이터를 ‘인터넷’(Internet) 망으로 전송하는 통신 기능을 통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

5)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0.1., 7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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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특허청에서 제안한 IoT의 구성 요소(‘제17차 IP5 분류 WG1 회의’)
l 그런데 IoT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 및 전송에 그치지 않고, ①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
이, ②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고, ③스스로 분석·학습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나 서비스를 창조하므로, 인공지능기술(AI)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2. IoT 관련 특허 분류
l IoT 기술에 관련된 특허발명에 관한 IPC/CPC 분류로는 아래를 들 수 있음
- G06Q, H04L, G08B, G05B, H04Q, H04N 등
- 한편 IoT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따라, 2020. 1.부터 IoT기술을 위한 새로운 IPC 분류
(의무적 부가분류)로서 G16Y를 부여함
· G16Y10/00: IoT가 응용되는 업종(일본의 ZIT코드와 유사, 다만 접속 네트워크를 ‘인터넷’으
로 한정하는 점에서 차이 있음)
· G16Y20/00: 사물에 의하여 탐지, 수집된 정보
· G16Y30/00: Infrastructure
· G16Y40/00: 정보처리에 특징이 있는 IoT
l 일본의 ZIT 코드
- 일본 특허청에서는 IoT 기술의 응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2016.1.1. ‘ZIT 분류’를 신
설하여 부여를 개시하고, 2017년(평성29년) 4월부터 ZIT 코드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바 있
음6)
· 일본에서는 ‘ZIT’에 대해서 “‘사물’이 네트워크와 접속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를 활용하여 새
로운 가치, 서비스를 창조하는 기술”(「モノ」がネットワークと接続されることで得られる情
報を活用し、新たな価値・サービスを創造する技術)로 정의 하고 있어,7) 사물이 접속한 네트
워크를 ‘인터넷’으로 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됨
6) 이를 일본에서는 ‘광역 facet코드’(広域ファセット分類記号)의 일종으로 부르고 있음.
7) 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bunrui/ipc/ipc_iot_kanren.html 2020.9.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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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T 코드가 부여된 기술분야에서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한하지 않고 모든 네트워크를 포괄
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으로 한정하고 있는 IPC 분류 G16Y와 차이가 있음
- ZIT 코드는 IoT 기술의 ‘응용분야’에 따라, ‘ZJA’ ~ ‘ZJX’까지 12개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2020.7.말 현재, 1,878건의 일본내 특허출원에 대하여 ZIT 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며, 각 응용
분야별 ZIT코드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음

건수

Zit
code

분야

전체8)

2015.1.~
2020.6.

국내 관련분야

ZJA

농업,어업,광업용 서비스 용도

40

23 5.스마트팜

ZJC

제조업용

93

70

ZJE

전기가스 수도 공급용

116

58 1.원격감시제어

ZJG

홈빌딩, 가전용

241

107 1.원격감시제어

ZJI

건설업용

22

14

ZJK

금융업용

65

58 4.전자상거래

ZJM

420

270 3.공공서비스

253

180 2.헬스케어

ZJR

서비스업용
건강관리용(병원, 의료, 진단),
사회복지사업용
물류용(예,창고,화물, 배달, 운송)

ZJT

교통용

339

ZJV

정보통신업용

112

42

ZJX

오락용,게임용

119

69

1,878

1,139

ZJP

계

58

41
207 3.공공서비스

표 2 일본 ZIT 코드의 분류
· 한편, ZIT코드는 IPC분류 및 이와 상응하는 내용으로 일본내 특허분류인 FI 분류가 신설됨
에 따라 ZIT 분류의 신규 부여는 2020. 4.부터 정지되고, 기존의 ZIT 분류는 ‘G16Y10’로
자동으로 수정되어 부여됨9)

3. IoT 관련 발명 관련 ‘키워드’
l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物のインターネット, 物联网 etc.

8) 2012년부터 2020년7월까지 공개공보 혹은 특허공보로 공지된 문헌의 건수.
9) 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bunrui/fi/iot_fi_sinsetu.html 2020.9.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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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P5 국가의 AI · IoT 서비스 발명 관련 ‘법령’ 및 ‘심사
기준’의 비교
제1절 IP5 국가의 심사기준의 현황
1. 한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9. 3. 추록)10)
(1) 발명의 성립성(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9A23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청구항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따른 특
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 을 실현하는 발명의 수행주제(하드웨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구항은「사용 목적 에 따른 특유의 정
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
단 또는 구체적 방법」 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고(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2.1
발명의 성립요건 2. 1.1 판단의구체적인 방법』참조). 해당 청구항이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1.2 청구범위 기재요건
1.2.3 유의사항』참조)에 심사관은 유의한다.
표 3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9A23면)
→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과 유사한 것임

(2) 발명의 진보성
(가)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9A30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경우
에는 청구항에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
어지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고， 발명의 설명 및 기술상식을 참작
하여 볼 때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학
습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행기술
또는 주지관용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선행기술 또는 주지
관용 기술에 비하여 더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10) AI 또는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사항은 주로 특허청의 심사기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기타
법령 등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 IP5 국가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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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탈리하여 표
시하는 인공 지능 차트를 이용한 주식 정보 제공 방법에서, 해당 ‘인공지능 알고리
즘’에서 채택하는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을 판단하는 기준’ 및 ‘주가 기조의 상승/하
락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주식투자 또는 차트분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므로， 주가 기조의 상승/하락을 판단하는 인공지
능 알고리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통상의
창작 범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지관용 기
술을 인공지음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만으로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안정되지 않
는다(특허법원2013 허 1788 참조)
표 4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9A30면)

(나) ‘제11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9B01면)
4차

산업혁명기술

발명은

이종기술

간의

융합

또는

기존

기술들의

초지능

(super-intelligence) 및 초연결 (hyper-connectivity)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 3부제 3 장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발명은 기술의 융합이나 초지능·초연결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안정
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안정될 수 있다 예컨대，사물인터넷，인공지능 또는 3D프린팅
관련 기술의 발명은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에 있어서,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 또는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효과를 진보
성이 긍정되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5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1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심사
기준 9B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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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공지능 응용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나.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1)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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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례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

▷ 특징: 과거의 기상정보와 주택의 온도 제어 정보를 기계학습용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임
▷ 판단: 과거의 기상정보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으로,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된 모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기술상식등
을 고려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하기 어려움
→ 청구항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42-③
위반), 아울러 청구항의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42-④-1 위반)
☞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모델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및 청구범위의 뒷받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현재
확립되어 있는 기재불비 판단방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진보성 판단 사례
① 사례 2: 도시 교통 속도 예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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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도로의 교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과거 기록 정보로부터 인공신경망(ANN)으로 학습을 수행하
여 교통 예측 시스템에서, 모델구성부가 과거 기록 정보와 해당 도로의 검지 정보를 결합시켜 입력
패턴을 생성하는 입력 패턴 벡터 생성부와, 이를 데이터 군집으로 구분하여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데
이터 분할부와, 각각의 클러스터 내의 입력 패턴 벡터에 개별적으로 ANN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기
초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특징이 있음
▷ 판단: 인용발명에서는 교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다층 퍼셉트론(MLP)에 기
반한 교통량 예측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력 패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
하여 개별의 로컬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구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
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속도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29-②)이 부정되지 아니함
☞ 뉴럴네트워크의 학습방법에 있어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유리한 효과의 차이가 인
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② 사례 3: 로봇 청소기의 제어 방법

▷ 특징: 로봇 청소기를 제어하는 방법에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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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콘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를 학습시키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판단: 인용발명에서는 인공신경망(ANN)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
발명의 CNN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미지 인식분야에서 ANN으로서 CNN을 채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효과에 있어서도 더
나은 효과를 인정할 수 없음 →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 로봇 청소기에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을 이용
하여 기계학습시키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ANN)’을 이용하는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화상인식분야에서 CNN을 이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특징: 청구항 1에 비하여,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서 주행 경로를 충전 영역으로 리셋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에 특징에 있음
▷ 판단: 청구항 1의 진보성을 부정하는데 사용하는 인용발명에 비하여 청구항 발명은 배터리의 잔량
데이터를 추가로 고려하여 청소기의 주행경로를 재설정하는 구체적 구성이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에
비하여 로봇 청소기가 충전영역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
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구성의 차이 및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타
당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로봇청소기의 배터리가 일정 이하로 방전되는 경우에, 로봇청소기를 충전영역으로 복귀시키는 기
술적 구성이 개시된 인용발명을 추가하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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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 4: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 장치

▷ 특징: 용접에 사용되는 비드의 형상 데이터로부터 기계학습모델을 통하여 학습된 용접 품질 판단부
를 포함하는 실시간 용접 품질 검사장치에 특징이 있음
▷ 판단: 인용발명 1에는 용접 비드의 이미지를, 정상과 불량의 용접 비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된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용접 비드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용접비드 측정방법이 개시
되어 있고, 1항 발명과는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 2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가 나와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는 그 구성의 결합에
곤란성이 없고,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도 없으므로, 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
이 부정됨
☞ 인용발명 1과 제1항 발명은 기계학습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비드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공통
이고, 다만 비드 불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이미지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
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고, 그 효과의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한편, 인용발명 1에서도 비드에 레이저 광을 조사하여 비드의 ‘이미지’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통
상의 기술자가 비드의 이미지로부터 용접 비드의 골 깊이, 비드의 골 곡률 등의 측정값을 용이하게 측
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인용발명 1만에 의해서도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 사례 5: 기계 학습에 기초한 골(骨) 연령 판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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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제1항 발명은 수골(手骨) 영상 데이터에서 관심영역을 CNN에 의하여 학습시켜 골 등급(F, G,
E, etc.)을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RUS(Radius, Ulna and Short bones) 점수에 의하여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다.
①

인용발명

1에는,

손가락

뼈의

X-ray

영상의

특징적

부위에

대하여

Support

Vector

Machines(SVM)등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손가락 나이를 진단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
다.
② 인용발명 2에는, 입력영상과 다수의 패턴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CNN을 학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NN 기반의 영상 패턴화를 이용한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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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은, 수골(手骨) 영상 데이터 중 관심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에 기초한 영상처리를 통하여 분류된 골 등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골 연령을 판독하는 점에서 공
통이고,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2는, 입력 영상을 패턴화하고 조합하여 특징적 영상 데이터를 생
성하여, CNN을 이용한 분류를 구현하는 점에서 동일함
다만 제1항 발명은 영상데이터에 CNN을 적용하는 점에서 SVM을 이용하는 인용발명 1과 차이
가 있으나, 인용발명 2에는 CNN을 이용한 학습모델이 개시되어 있고, 그 결합에 특별한 곤란성
이 인정되지 않고, 효과의 현저한 차이도 없으므로,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② 제2항 발명은 수골 영상의 제1 관심영역의 특징 맵에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하여 각 위치에
대한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2관심영역에 대한 후보 위치 및 크기와 후보 영역
에 대하여 산출한 예측점수(Score)에 기초하여 복수의 제2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각각의
제2 관심영역 영상에 대하여 CNN을 적용하여 골등급을 분류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과 2로부터 손 영상에 기초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하여 골 등급
을 분류하는 구성을 도출할 수 있으나, 제2항 발명의 제1관심영역으로부터 추출된 제2관심영역
영상에 대하여 CNN을 적용하여 골 등급을 분류하는 구성은 도출하기 어렵고, 인용발명 1, 2에
그 구성이 시사내지 암시도 없다. 효과에 있어서도,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골연령 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되므로,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개시된 구성의 결합으로 그 결합에 특별한 곤란성이 없고 효과에서도
차이가 없어 진보성이 부정됨
이에 반하여, 제2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의 구성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그 구성에 차이가 없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에 의하여 효과의 차이도 인정되므로,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
함

다. 소결 및 시사점
(1) 명세서 기재요건
l “AI관련 특허심사 사례” 중 사례 1의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은 AI의 명세서 기재요건
에 관한 심사 가상 사례로, 과거의 ‘일별 기상정보’와 ‘주택의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학습은 과거의 ‘일별 기상정보’(입력 데이터)와 ‘주택의 온도제어 정보’(레이블)를 ‘데
이터 세트’로 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이른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기계
학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l

사례의 명세서 등에서는 “과거의 기상정보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학습데이터와 이를 활용하
여 기계학습된 모델에서 ‘종래의 기상데이터’와 ‘주택의 온도 제어 정보’ 상호간의 구체적인 상
관관계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명세
서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음

l 이러한 판단방법은, 명세서 기재불비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과
도한 실험 등이 없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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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l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입력데이터와 학습된 모델
의 출력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또는 모델에 대하여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명
시적인 기재가 없다면 출원시 기술상식에 의하여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통상의 기
술자가 알 수 있어야, 당해 발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고 판단할 수 있음
l 사례에서, 학습데이터와 출력 상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과거의 기상정보
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는 기
재는 마치,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모델의 생성을 위해서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의 종류, 파라미터
의 갯수, 종류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학습모델의 형성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이, 단순히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한다는 점만으로는 명세서 기재불비가
해소된다고 할 수 없음
l 기타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준지도 학습, 강화 학습 기반의 기계학습에 관한 발
명도 구체적인 학습의 방법에는 지도학습과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의
발명에 의하여,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훈련(학습)시켜서 기존
의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상관관계’를 추출하거나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학습된 모델’), 이러
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어떤 입력에 대하여 원하는 정확도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음

(2) 진보성 판단 기준
출원 발명의 특징

진보성 긍정

ü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에 차이 없음
ü 효과 차이 없음
ü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에 차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 용이발명 가능
ü 효과 차이 없음
ü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에 차이 있음

Ÿ

사례 2

ü 효과 차이 있음

Ÿ

사례 3 청구항 2

Ÿ

사례 5 청구항 2

ü 데이터 전처리로 인한 학습모델의 차이 있음
ü 효과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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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부정

Ÿ

사례 5 청구항 1

Ÿ

사례 3 청구항 1

Ÿ

사례 4

l ‘학습데이터’ 및 ‘학습모델’을 기준으로 진보성 판단
-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에 차이가 없고,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진보성 부정
- ‘학습모델의 차이’ 및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사례 2) → 진보성 긍정
- ‘데이터전처리’로 인한 ‘학습모델’ 및 ‘효과’의 차이(사례 5) → 진보성 긍정
l 요컨대, 진보성 판단의 사례로 제시된 사례 2 내지 사례 5의 판단 사례에 의하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부정되는지 여부는,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
되는 발명을 서로 비교할 때 예상되는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 여부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2.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등(“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AI関連技術に関する事例について”,
“IoT関連技術等に関する事例について”)

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l 일본 특허청에서 2020. 2. 발간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 AI(‘人工知能’) 또는 IoT(‘物の
インターネット’) 관련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음

나.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1) AI관련
l 일본 특허청에서 발간된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2015. 9. 개정, 2019. 4. 추록)의

“부속

서 A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사례집” 및 “부속서 B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の特定技術分
野への適用例”의 AI관련 심사 사례를 전문번역하고 분석함
l 번역 및 분석대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부속서 A 3. “발명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사례집”) [사례 3-2],
- (부속서 A 5. “진보성”) [사례 31] [사례 32] [사례 33] [사례 34] [사례 35] [사례 36],
- (부속서 B 3.2 “발명해당성”) [사례 2-13][사례 2-14]

(가)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사례 3-2](부속서 A 3.)
v 발명의 명칭: “사과의 당도 데이터 및 사과의 당도 데이터의 예측방법”(リンゴの糖度データ
及びリンゴの糖度データの予測方法)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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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근적외선 분광분석을 행하는 휴대용 사과 당도 센서에 의하여 측정된, 과수(果樹)에
맺힌 수확 전 사과의 당도 데이터.
→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항 2】
서버의 수신부에 의하여 수신되어 상기 서버의 기억부에 기억된, 청구항 1에 기재된 사과의
당도 데이터.
→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항 3】
서버의 분석부가, 수확전의 소정 기간분의 사과 당도 데이터 및 기상 조건 데이터와 출하시의
사과 당도 데이터의 관계를, 과거의 실적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공정과,
상기 서버의 수신부가, 청구항 1에 기재된 사과 당도 데이터를 소정 기간분 수신하는 공정과,
상기 서버의 예측부가, 상기 분석한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소정 기간분의 사과 당도
데이터 및 과거와 미래의 기상 조건 데이터를 입력하여, 미래 출하시의 사과 당도 데이터를
예측하여 출력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사과의 당도 데이터의 예측 방법.
→ 이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과의 당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과에 관련된 화학
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등의 기술적 성질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발명’에 해당함.

② [사례 2-13](부속서 B 3.2)
v 발명의 명칭: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音声対話システムの対話シ
ナリオのデータ構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버로 구성되는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로서,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대화 유닛을 식별하는 유닛 ID와.
사용자의 발화(發話) 내용 및 제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와,
사용자의 응답에 대응하는 복수 응답 후보와,
복수의 통신 모드 정보와,
상기 응답 후보 및 통신 모드 정보에 대응되는 복수의 분기 정보로서, 상기 응답 후보에 따른
메시지 및 상기 통신 모드 정보에 따른 데이터 크기를 갖는 다음 대화 유닛을 나타내는
복수의 분기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1) 현재의 대화 유닛에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하고,
(2) 상기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취득하고,
(3) 상기 사용자의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응답 후보를 특정함과 동시에 상기 클라이언트 장
치에 설정되어있는 상기 통신 모듈카드 정보를 특정하고,
(4) 당해 특정 된 응답 후보 및 통신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분기 정보를 특정하고,
(5) 당해 선택된 분기 정보를 나타내는 다음의 대화 유닛을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처리에 사
용되는,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
→ ‘발명’에 해당한다.

- 22 -

도면
[도 1]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화 유닛이 유저로부터의 응답에 대응하는
복수의 응답 후보에 각각 대응되어 있는, 다음의 대화 유닛을 나타내는 복수의 분기 정보를
포함하는 등의 당해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가, (1)현재의 대화 유닛에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하고, (2)상기 메시지에 대한 유저로부
터의 응답을 취득하고, (3)상기 유저의 응답에 기초하여 상기 응답 후보를 특정함과 함께, 상
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정되어있는 상기 통신 모드 정보를 확인하고, (4)당해 특정된 응답
후보 및 통신 모드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분기 정보를 특정하고, (5)당해 선택된 분기 정보
가 나타내는 다음의 대화 유닛을 서버로부터 수신한다”라고 하는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 구조는, 음성 대화 시스템의 정보 처리를 규
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 (소
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청구항 1의 기재에서, 대화 유닛에 포함된 분기 정보에 따른 음성 대화라는 사용 목
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연산 또는 가공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장치로 이루어지는 음성 대화
시스템에 의한 일련의 처리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와 하드웨어 자
원이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수순(手順)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그 때문에, 해당 데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는 것에 의하여 사
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가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청구항 1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데이터구조에 의하여 음성대화 시스템의 정보처리가 규정되고 있으므로, ‘데이터구조’가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구조 즉 일종의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보고
있음. 나아가,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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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 2-14](부속서 B 3.2)
v 발명의 명칭: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모델”(宿泊施設の評判を分析するための
学習済みモデル)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
도록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학습모델로서,
제1신경망과, 상기 제1신경망의 출력이 입력되도록 결합된 제2신경망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1신경망은, 적어도 하나의 중간층 뉴런 수가 입력층의 뉴런 수보다 작도록 또한 입력
층과 출력층의 뉴런 수가 서로 동일하도록 각 입력층으로의 입력값과 각 입력층에 대응하는
각 출력층에서의 출력값이 동일하도록 가중치 계수가 학습된 특징 추출용 신경망 중의 입력층
에서 중간층까지로 구성된 것으로,
상기 제2신경망의 가중치 계수가 상기 제1신경망의 가중치 계수를 변경함이 없이, 학습된 것
이며,
상기 제1신경망의 입력층에 입력된,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에 대하여, 상기 제1 및 제2신경망에 있어서의 상기 학습된 가중치 계수
에 따른 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2신경망의 출력층으로부터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
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학습된 모델.
→ 【청구항 1】‘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의 말미가 ‘학습된 모델’이지만,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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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청구항 1에 관한 학습된 모델은 ‘숙박 시설의 명성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의 입력에 대해, 숙
박 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임과 더불어 ‘상기
제 1신경망의 입력층에 입력된 숙박 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신경망에서의 상기 학습된 가중치 계수에 따른 연
산을 수행하고, 상기 제2신경망의 출력층에서 숙박 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해당 학습된 모델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일부인 프로그램 모듈로서의 이용이 예상된다.’ 및 ‘컴퓨터의 CPU가 메모리에
기억된 학습된 모델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제 1 신경망 입력층에 입력 된 입력 데이터 (숙박
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 형태소 분석하여 얻어지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하여, 제1 및 제2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 계수 및 응답함수 등에 기초하여 연
산을 수행하고, 제2신경망의 출력층으로부터 결과(평판을 정량화한 값, 예를 들면 ‘★ 10 개’
라는 값)를 출력하도록 동작한다.’라는 기재를 고려하면, 해당 청구항 1의 말미가 ‘모델’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구항 1의 기재로부터, 숙박 시설의 평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
유한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컴퓨터에 의한 ‘제1신경망의 입력층에 입력된, 숙박 시설의 평
판에 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의 신경망에서의 상기 학습된 가중치 계수에 따른 연산을 수행하여 상기 제 2 신경망 출력층
에서 숙박시설의 평판을 정량화한 값을 출력한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원이 협
동하는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있다. 따라서 청구
항 1에 관한 학습된 모델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과가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
유의 정보 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에 관한 학습된모델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1.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한 텍스트 정보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하여, 숙박시설의
평판에 관하여 계량화된 값으로 출력하게 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대하여, 청구항의 말미가 비록
‘모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불구하고 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2. 결국 이를 소프트웨어(평판에 관한 텍스트 정보로부터 계량화된 평판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인공신경망)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유로,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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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델’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음

(나) 진보성
l (부속서 A 5. “진보성”) [사례 31] ~ [사례 35]

① [사례 31](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차량탑재 장치 및 서버를 가지는 학습시스템(車載装置及びサーバを有する学習
システ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차량에 각각 탑재된 복수의 자동차 탑재장치와, 상기 복수의 차량 탑재장치와 네트워
크를 통해 통신하는 서버를 갖는 학습 시스템으로서,
상기 복수의 자동차 탑재장치는
주어진 파라미터에 따라 자동차 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자기 차량의 주위를 포함한 이미지 데
이터를 이용한 화상 인식을 실행하는 이미지 인식부;
상기 이미지 인식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상기 서버에 제공하는 제공부와,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상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취득부와,
상기 취득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부를 구비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복수의 차량 탑재장치로부터 제공된 상기 학습용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상기 학습용 데이터를 기초하여 기계학습을 실시하고, 상기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
이터를 생성하는 학습부와,
상기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자동차 탑재장치에 제공하는 제공부를,
구비한 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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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차량에 탑재된 차량탑재 장치가 있는 학습시스템으로서,
상기 차량탑재 장치는,
소정의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자동차 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자기 차량의 주위를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화상 인식을 실행하는 이미지 인식부;
상기 이미지 인식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제공하는 제공부와,
제공된 상기 학습용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상기 학습용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계학습을 실시하고, 상기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습부와,
상기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부와,
상기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취득부와,
상기 취득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부를,
구비한 학습시스템.
› (과제)
이미지 인식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매개 변수의 갱신에 의하여 화상인식 성능향상을 차량탑
재 장치의 출하 후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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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기술: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을 이동형의 물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말장치의 출하 후에 행함에 있어
서,
복수의 단말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제공된, 상기 프로그램의 처리에 사용된 데
이터에 기초한 분석에 의하여, 서버가 상기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의 설정 값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일괄 생성하여 상기 복수의 단말 장치에 제공한다.
› (과제)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을 단말 장치의 출하 후에 실시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거절 이유의 개요]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복수의 차량에 각각 탑재된 복수의 차량탑재 장치와, 상기 복수의
차량탑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서버를 갖는 학습시스템으로서, 상기 복수의 차량
탑재 장치가 상기 서버에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부와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취득부를 구비하고, 상기 서버가 상기 복수의
자동차탑재 장치에서 제공되는 학습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상기 학습용 데이터에 기초
한 기계학습을 실시하고,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습부와, 상기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자동차탑재 장치에 제공하는 제공부를 구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용발명 1은 자동차탑재 장치를 가지는 학습시스템으로서, 상기 차량탑재 장치가, 학습용 데
이터를 기초하여 기계학습을 실시하고,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
습부를 구비한 것으로, 상기 차량탑재 장치가 복수의 차량에 각각 탑재된 복수의 차량탑재 장
치는 아니고, 또한, 상기 차량탑재 장치 및 서버가 서로 데이터의 제공 및 취득을 행하는 제
공부 및 취득부를 구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을 이동형을 포함 다양한 단말 장치의 출하후에 실시함에 있어 여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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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제공된 상기 프로그램의 처리에 사용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서버가 상기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의 설정 값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일괄
적으로 생성하여 상기 복수의 단말 장치에 제공하는 것은 주지기술이다.
인용발명1 및 주지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과 기능 개선을 해당 소프트웨어가 구현되
는 이동형 장치의 출하 후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공통하며, 소프트웨어의 처리에 사용
된 데이터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용발명 1에 주지기술을 적용하여 여러 차량에 각각 탑
재된 복수의 자동차탑재 장치와, 상기 복수의 차량탑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서
버를 갖는 학습시스템으로, 상기 복수의 차량탑재 장치가 상기 서버에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
하는 제공부와 상기 서버로부터 제공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취
득부를 구비하고, 상기 서버가 상기 복수의 자동차탑재 장치에서 제공되는 학습데이터를 검색
하는 검색부와, 상기 학습용 데이터에 기초한 기계학습을 실시하고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학습부와, 상기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자동차 장치에
제공하는 제공부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화상인식 성능향상을 출하 후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청구항 1에 관한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 [설명]
› (동기부여에 대하여 고려된 사정)
(1) 과제의 공통성
인용발명1 및 주지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과 기능 개선을 해당 소프트웨어가 구현되
는 이동형 장치의 출하 후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공통된다.
(2) 기능의 공통성
인용발명1 및 주지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처리에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
한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는 점에서 공통된다.
» [출원인의 대응]
청구항1에 있어서, 차량탑재 장치의 제공부가 서버에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주행상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의 학습부가 상기 주행상태 데이터에 기초하여 학습용 데이
터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여 주행 상태마다 기계학습 및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데
이터의 생성을 행하는 점을 보정에 의하여 추가한다.
또한, 의견서에서 차량에 따라서는 높은 빈도로 발생하지 않는 주행 상태, 예를 들어 고속도
로를 평소 주행하지 않는 차량이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경우의 차선 변경시를 포함하여,
고속 주행시, 저속 주행시, 선회 주행시, 직진 주행시 및 또는 차선 변경시라고 하는 주행 상
태에 따라 고정밀도의 화상인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효과를 주장한다.
이러한 대응에 의하여 본 거절 이유는 해소된다.
☞ 출원발명은 복수의 자동차에 탑재된 장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취득하여 학습데이터로 서버에 전송
하고, 서버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한 후, 이후 개선된 학습 파라미터를 복수의 자
동차탑재 장치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시스템’에 관한 것임
인용발명 1에서는 하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학습을 행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복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적으로 갱신하는 주지기술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고, 효과도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예상되는 정도의 효과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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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들어, 결국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한편,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주행상태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고해상도의 화상인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효
과를 주장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선행기술
의 결합에 의하여 예상되는 효과는 아니므로, 만일 출원발명의 구성에 의하여 이러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효과의 차이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② [사례 32](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제조라인의 품질관리 프로그램(製造ラインの品質管理プログラ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컴퓨터에,
소정의 제조 공정 후의 제품을 소정의 검사 항목 각각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 데이터를, 검사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의 제조 조건 데이터를 제조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상기
검사 결과 데이터와 연관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의 검사결과와 상기 제조조건 데이터 중 부
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과의 관계를 심층학습(Deep learing)하여 신경망에 학습시키는 기
능,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검사결과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상기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검사결과를 발견한 경우, 상기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상기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하는 기능,
를 실현하기 위한 제조라인 품질관리 프로그램.

» [기술수준 (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컴퓨터에,
소정의 제조 공정 후 제품을 소정의 검사 항목 각각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검사결과
데이터를 검사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의 제조조건 데이터를 제조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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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데이터와 연관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의 검사결과와 상기 제조조건 데이터 중 부
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과의 관계를 기계학습 시키는 기능,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검사결과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상기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검사결과를 발견한 경우, 상기 기계학습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하는 기능,
을 실현하기 위한 제조라인 품질관리 프로그램.
› (과제)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고정밀도로 추정한다.
․ 주지 기술 :
기계학습 기술 분야에서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이 학습된 신
경망을 이용하여 추정 처리를 한다.
› (과제)
정밀하게 추정처리를 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1에 관련된 발명은 심층학습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하고,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부
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하는 반면, 인용발명1에서는 기계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하지만, 기계학습이 심층학습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주지기술로서 기계학습 기술분야에서는 심층학습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이 학습된 신
경망을 이용하여 추정 처리를 행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기
계학습 결과를 이용하여 정확한 추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공통되고, 또한 기계학습을
하여 당해 기계학습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처리를 실시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인용발명1에 주지기술을 적용하여 심층학습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하는 것은 당업자
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심층학습을 통해 학습한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부적합의 원인이 된 제조조건을 추정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청구항1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 [설명]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1) 과제의 공통성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기계학습 결과를 이용하여 정확한 추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공통된다.
(2) 기능의 공통성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기계학습을 하고 당해 기계학습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작업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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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의 대응]
청구항1에 있어서, 가변의 망각계수를 학습할 때 신경망의 가중치 파라미터에 곱하는 것과 동
시에, 상기 망각계수 γ가 제조장치의 장치 특성의 경년변화에 따른 변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k 및 이전 유지보수에서 경과시간을 나타내는 t1의 이변수함수 γ = f (k, t1)에 의
해 설정되고, 상기 변화정도 k가 제조장치의 종류 α 및 그 제조장치의 총 가동시간 t2의 이
변수함수 k = g (α , t2)에 의해 설정되는 점을 보정하여 추가한다.
또한, 의견서에서 이와 같은 망각계수를 이용하여 경년 변화에 따라 장비의 특성이 변화하기
쉬운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해당 장치특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최근의 데이터를 필요한 정도
로 반영한 학습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보수 직후의 제조장치에 있어서는, 유지
보수 이전의 데이터를 강하게 망각시키고 유지보수 이후의 데이터를 더 강하게 반영하는 학습
을 
수행할 수 있어, 더욱 현상에 가까운 학습된 신경망을 구축하여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주장한다.
이러한 대응에 의하여 본 거절이유는 해소된다.
☞ 출원발명은 공장 등의 제조라인에서 ‘제조조건’과 ‘검사결과’ 데이터를 신경망을 이용한 심층학습 시키
고, 불량이 난 검사결과 데이터를 학습된 신경망에 입력하여 제조조건을 고정밀도로 추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인용발명에서는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제조조건을 추정하는 것이 나와 있
고, 인공지능분야에서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인용
발명과 주지기술의 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
고, 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이라는 점을 근거로, 출원발
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한편, 심층학습 시에 ‘망각계수’ 등의 파라미터 등을 이용하여 장비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
을 반영하여 더욱 그 예측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인정된다면 그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③ [사례 33] (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암 레벨 산출장치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피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당해 피험자가 암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
는 암 레벨 산출장치로서,
상기 피험자의 혈액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A마커의 측정값 및 B마커의 측정값이 입력되면, 상
기 피험자가 암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는 암 레벨 산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암 레벨 산출부는 A 마커의 측정값과 B 마커의 측정값이 입력된 경우에 추정되는 암 레
벨을 산출하도록 교사(敎師)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처리가 시행된 학습된신경망을 가지
는,
암 레벨 산출장치.
→ 진보성 없음

» [기술수준 (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 인용발명1 (참고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피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의사에 의해 해당 피험자가 암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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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을 산출하는 암 수준 산출 방법으로,
상기 피험자의 혈액을 분석하여 얻은 A마커와 B
마커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피험자가
암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는 암 레벨 산출 단계를 구비하는,
암 레벨 산출 방법.
․ 주지기술 :
기계학습 기술 분야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집 한 각각의 사람에 대한 소정의 입력 데이터
(생체 데이터 등)와 그 사람이 환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교사(敎師)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에 기계학습 처리 후 해당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피험자에 관련
되는 소정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당해 피험자가 환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출력 데이터의
산출 처리를 행하는 것.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암 레벨 산출 장치로서, A 마커의 측정값과 B 마커의 측정값이 입
력되었을 때, 암일 가능성을 표시하는 레벨을 산출하도록 교사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처리가
실시된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암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암 레벨 산출 방법으로, 의사가 A 마커와 B 마커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암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주지기술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집 한 각 사람에 대한 소정의 입력 데이터와 그 사람이 질
병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출력 데이터로 구성된 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에 기계학습 처
리 후에 해당 학습된 신경망 피험자에 대한 소정의 입력 데이터에 따라 해당 피험자가 환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출력 데이터의 산출처리를 행하는 것은 알려져 있다.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모두 질병의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제가 공통된다. 그
리고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추정 방법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스
템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정에 근거하면, 인용발명 1에 주지기술을 적용하여 의사가 실시하고 있던 암 레벨을
산출하는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A마커의 측정값과 B마커의 측정값이 입력될 때에, 암일 가능
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도록 교사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처리가 된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
하여 암 가능성을 나타내는 레벨을 산출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효과는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인용발명1
에 주지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단의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설명]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 과제의 공통성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모두 질병의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제가 공통된다.
☞ 암을 표시하는 마커와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피
험자의 암 레벨을 추정하는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이미 이러한 추정방법은 의료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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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정방법을 인공지능의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불과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주지기술의 결합에 저해요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이미 당해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을, 단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 타당한 해석으로 인
정할 수 있음

④ [사례 34](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수력발전량 추정 시스템(水力発電量推定システ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신경망을 구현하는 댐 수력발전량 추정시스템으로서,
입력층과 출력층을 구비하고, 상기 입력층의 입력데이터를 기준시간보다 과거의 시간에서 해
당 기준시간까지의 소정 기간 동안의 상류구역 강수량, 상류 하천의 유량, 및 댐의 유입량으
로 하고, 상기 출력층의 출력데이터를 상기 기준시보다 미래의 수력 발전량으로 하는 신경망
과,
상기 입력데이터 및 상기 출력데이터의 실적치를 교사 데이터로 상기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
계학습부와,
상기 기계학습부에서 학습시킨 신경망에 현재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상기 입력데이터를 입력
하여 현재 시각이 기준시각인 출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미래의 수력 발전량 추정치를 구하는
추정부,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력 발전량 추정시스템.
→ 진보성 없음
【청구항 2】
청구항 1에 따른 수력 발전량 추정시스템으로서,
상기 입력층의 입력 데이터로 나아가, 상기 기준시보다 과거의 시간부터 해당 기준시까지의
소정 기간의 상류 지역의 기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수력 발전량 추정시스템.
→ 진보성 있음
» [기술 수준 (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 인용발명 1 (참고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댐의 수력발전량 추정시스템으로서,
설명변수를 기준시보다 과거의 시각부터 해당 기준시까지의 소정 기간의 상류 유역의 강수량,
상류 하천의 유량 및 댐의 유입량으로 하고, 목적변수를 상기 기준시보다 미래의 수력 발전량
으로 하는 회귀분석 모델과,
상기 설명변수 및 상기 목적변수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상기 회귀식 모델의 편회귀계수(偏-)
를 구하는 분석부와,
상기 분석부에서 구해진 편회귀계수를 설정한 회귀식 모델에 현재 시각을 기준 시각으로 상기
설명변수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현재 시각이 기준시각인 상기 목적변수의 출력데이터에 기초
하여 미래의 수력 발전량 추정치를 구하는 추정부,
에 의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력 발전량 추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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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기술 :
기계학습 기술 분야에서 과거의 시계열 입력 데이터와 미래의 하나의 출력 데이터로 구성되는
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신경망을 이용하여 과거의 시계열
입력에 대한 미래에서의 하나의 출력의 추정 처리를 행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입력층과 출력층을 구비한 신경망에 의해 수력 발전량 추정을 제
공하는 반면, 인용발명 1은 회귀식 모델에 따라 수력 발전량의 추정을 실현하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주지기술로써 과거의 시계열 입력 데이터와 미래의 하나의 출력 데이터로 구성되는 교사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킨 신경망을 이용하여 과거 시계열의 입력에 대한 미래의 하나의 출력의
추정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용발명 1과 주지기술은, 데이터간의 상관
관계에 기초하여 과거 시계열 입력에서 미래의 하나의 출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공통
된다.
이상의 사정에 근거하면, 인용발명 1에 주지기술을 적용하여 회귀모델 대신에 학습된 신경망
을 이용하여 수력 발전량의 추정을 실현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효과는 당업자가 예상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용발명
1에 주지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단의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설명]
› (동기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 작용 기능의 공통성
인용발명1과 주지기술은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과거 시계열 입력으로부터 미래의
하나의 출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공통된다.
› (거절 이유가 없다는 점의 설명)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의 점에서 상이하다.
› (차이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입력층의 입력데이터에 기준시보다 과거의 시간에서 해당 기준 시
간까지의 소정 기간의 상류 지역의 기온을 포함하는 반면 인용발명1에서는 그러한 구성이 없
다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수력 발전량의 추정에, 상류 지역의 기온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력
발전량의 추정에 상류 지역의 기온을 이용하는 것은 공개된 선행기술에서 발견되지 않고 양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출원시의 기술 상식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서는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입력 데이터에 기준시보다 과거의 시간에서 해당
기준 시간까지의 소정 기간의 상류 지역의 기온을 이용함으로써 봄 시즌에 “눈 녹은 물”에 의
한 유입량 증가에 대응하는 고정밀도로 수력 발전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효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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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발명 1에서 예측 곤란한 현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력 발전량의 추정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에 기준 시간보다 과거의 시간에서 해당 기
준 시간까지의 소정 기간의 상류 지역의 기온을 포함하는 사항은 인용발명1에 주지기술을 적
용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원의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류 구역의 강수량, 상류 하천의 유
량, 댐의 유입량 등을 입력 데이터, 발전량을 출력 데이터로 하여, 기존의 실적치를 학습데이터로 신경
망을 기계학습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력발전량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
용발명1에서 상류 유역의 강수량, 댐 유입량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수력발전량
을 추정하는 방법을,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주지기술에 적용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반면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상류 지역의 기온’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용발
명이나 주지기술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구성이고,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사용하면
데이터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에 의하여 더욱 고정밀도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서 그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⑤ [사례 35](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나사 체결부 품질 추정장치(ネジ締付品質推定装置)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드라이버에 의하여 자동 나사 체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나사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나사
체결 품질추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버의 회전 속도, 각가속도, 위치 및 기울기로 구성된 상태 변수 세트를 측정하는
상태 측정부와,
상기 상태 측정부에 의해 측정된 상기 상태변수 세트와 당해 상태변수 세트로 자동 나사 체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상기 나사의 체결 품질을 관련시켜서 신경망을 기계학습 시키는 기계
학습부와,
드라이버에 의하여 자동 나사 체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측정된 상태변수 세트를, 상기 기계
학습부에 의하여 학습시킨 상기 신경망에 입력하면, 나사 체결 품질을 추정하는 나사 체결 품
질 추정부,
를 구비하는 나사 체결 품질 추정장치.
» [기술 수준 (인용 발명,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드라이버에 의하여 자동 나사 체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나사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나사
체결 품질 추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버의 회전 속도와 각가속도로 구성된 상태 변수 세트를 측정하는 상태 측정부와,
상기 상태 측정 부에 의해 측정 된 상기 상태 변수 세트와 해당 상태 변수 세트에서 자동 나
사 체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상기 나사의 체결 품질과 연관하여 신경망을 기계학습시키는
기계 학습부 ,
드라이버에 의하여 자동 나사 체결 작업이 완료 될 때 측정 된 상태 변수 세트를 상기 기계
학습부에 의해서 학습한 상기 신경망에 입력하면 나사 체결 품질을 추정하는 나사 체결 품질

- 36 -

추정부,
를 구비하는 나사 체결 품질 추정 장치.
․ 인용 발명 2 (참고 문헌 2에 기재된 발명) :
나사의 체결 품질 평가 방법에 있어서, 드라이버의 위치 및 기울기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상기 드라이버의 위치 및 기울기에 따라 나사의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나사의 체결 품질 평가
방법.
․ 기술 상식 :
기계학습 장치 기술분야에서 기계학습 장치의 출력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출력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각종 변수를 기계학습 장치의 입력으로 채택하는 것은 기술
상식이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거절이유의 개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상태 측정부가 드라이버의 회전 속도, 각가속도, 위치 및 경사의 4
가지 상태 변수로 구성된 상태 변수 세트를 측정하고, 상기 4 개의 상태 변수로 구성되는 상
태변수 세트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기계학습과 나사 체결 품질의 추정을 행하는 반면에, 인용
발명 1에서는 상태 측정부가 드라이버의 회전 속도와 각가속도의 2개의 상태변수로 구성되는
상태변수 세트를 측정하고, 상기 2개의 상태 변수로 구성되는 상태변수 세트를 이용하여 신경
망의 기계학습 및 나사 체결 품질의 추정을 실시하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발명 2는 드라이버의 위치 및 기울기에 따라 나사의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
에 드라이버의 위치 및 기울기와 나사의 체결 품질과의 사이에, 평가에 관한 상관관계가 있음
를 나타내고 있다.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모두 나사의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 기술 분야가 공통된다. 또한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모두 드라이버의 여러 상태
에 따라 나사의 체결 품질 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공통된다. 그리고 기계학습 장
치 기술 분야에서 기계학습 장치의 출력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출력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각종 변수를 기계학습 장치의 입력으로 채택하는 것은 기술상식이다.
이상의 사정에 근거하면, 인용발명 1은 기계학습 장치의 출력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드라이버의 회전속도, 각가속도 외에도 나사의 체결 품질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용발명
2의 드라이버의 위치 및 경사에 대해서도 상태 변수로 채택하여 4개의 상태 변수로 구성된
상태변수 세트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기계학습 및 나사 체결 품질의 추정을 하는 구성으로 하
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효과는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적용함에 있어 특단의 저해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설명]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모두 나사의 체결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
가 공통된다.
(2) 과제의 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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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모두 드라이버의 여러 상태에 따라 나사의 체결 품질 평가를 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공통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자동으로 나사를 체결한 경우에 드라이버 속도, 각가속도, 위치, 기울기 등 4개
의 입력변수와 나사의 체결품질의 출력의 상관관계를 신경망으로 ‘기계학습’시켜서 나사의 체결품질을
추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임
인용발명 1에는 입력변수로 드라이버 속도, 각가속도의 2개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
2에는 체결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의 위치 및 기울기를 이용하는 발명이 나와 있으므로, 통
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2에 개시된 추가 입력변수를 활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
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⑥ [사례 36](부속서 A 5.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認知症レベル推定装置)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응답자와 질문자의 대화에 따른 음성 정보를 취득하는 음성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음성 정보의 음성 분석을 실시하고,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간과, 상기 응답자의 발화 구
간을 특정하는 음성 분석 수단과,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간 및 상기 응답자의 발화 구간의 음성 정보를 음성 인식하여 각각 텍
스트화 하여 문자열을 출력하는 음성 인식 수단과,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간의 음성 인식 결과에서 질문자의 질문 유형을 식별하는 질문 내용 특
정 수단과,
학습된 신경망에 대해 상기 질문자의 질문 종별과 해당 질문 유형에 대응하는 상기 응답자의
발화 구간의 문자열을 연결하여 입력하여, 상기 응답자의 인지장애 수준을 계산하는 인지장애
수준 계산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신경망은 상기 응답자의 발화 구간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상기 질문자의 질문 유형에 관
련지어서 입력 된 때에 추정 인지장애 수준을 출력하도록, 교사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처
리가 이루어진,
인지장애 수준 추정장치.
→ 진보성 있음
»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발명 1 (참고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응답자와 질문자의 대화에 관한 음성정보를 취득하는 음성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음성 정보를 음성인식하여 텍스트화하여 문자열을 출력하는 음성인식 수단과,
학습된 신경망에 대하여 상기 음성인식 수단에 의해 텍스트화 된 문자열을 입력하면, 상기 응
답자의 인지장애 수준을 계산하는 인지장애 레벨 계산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신경망은 상기 문자열이 입력 된 때에 추정 인지장애 레벨을 출력하도록 교사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처리가 되어진,
인지장애 수준 추정 장치.
(참고문헌 1에는 인지장애 수준 추정 장치가 응답자의 인지장애 수준을 소정의 정밀도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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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 (거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상기 음성정보의 음성분석을 실시하고,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간과
상기 응답자의 발화구간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정된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간 및 상기 답변의
발화 구간의 음성 정보를 음성 인식하여 텍스트화하여 문자열을 얻고 상기 질문자의 발화 구
간의 음성 인식 결과에서 질문자의 질문 유형을 특정하고, 신경망은 상기 질문자의 질문 유형
과 해당 질문 유형에 대응하는 상기 응답자의 발화 구간의 문자열을 관련시켜서 입력하면, 인
지장애 수준을 출력하도록 기계학습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의 신경망은, 질문
자와 응답자의 발화 구간의 구분 없이, 음성인식에 의하여 텍스트화된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
하여 인지장애 레벨을 출력하도록 기계학습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교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에 입력되는 교사데이터에 일정한 전처리를 시행
하여 교사데이터의 형식을 변경하여 신경망의 추정 정밀도의 향상을 꾀하는 것은 당업자의 상
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인지증 장애 수준의 평가 방법으로서 응답자와 질문자의 대화에 따른 음성 정보를 텍
스트화 된 문자열에 대하여, 질문자의 질문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질문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
자의 답변 내용과 관련시켜서 평가에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시하는 선행기술은 발견
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평가 방법은 출원시의 기술상식도 아니다.
따라서, 인용발명 1의 신경망에 응답자와 질문자의 대화에 따른 음성 정보를 학습할 때에, 질
문자의 질문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질문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답변 내용과 관련시켜서
교사데이터로 사용하여 학습을 시키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인용발명1에 식별자의 추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설
계적 사항의 채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질문자의 질문 유형을 특정하고 해당 질문 종류의 질문에
대응하는 응답자의 답변(문자열)을 관련시키는 것에 의하여, 신경망은 교사데이터로부터 숙련
된 전문의의 지견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높은 인지 장애증 수준의 추정
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현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원의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인용발명에서는 단순히 화자와 응답자의 대화 자체를 인공신경망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화자의 발화구간 및 그 질문 유형에 대응하는 응답자의 발화구간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에 의하여 숙련된 전문의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인정하여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학습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일정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
키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 방법
은 공지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처리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
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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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관련
(가) 발명의 성립성
(“부속서 B 3.2 발명해당성에 관한 사례”)[사례 2-9][사례 2-10][사례 2-11][사례 2-12]

① [사례 2-9](부속서 B 3.2 성립성)
v 발명의 명칭: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1(無人走行車の配車システム及び配車方
法1)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배차 서버와 배차 희망자가 갖는 휴대 단말기 및 무인 주행차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상기 휴대 단말기가
사용자 ID 및 배차 위치를 상기 배차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를 구비하고, 상기 배차 서버가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기억된 얼굴 이미지를 상기 저장부로부터
취득하는 취득부와,
무인 주행차량의 위치 정보 및 이용 상태에 따라 배차 가능한 무인 주행 차량을 특정하는 특
정부와,
상기 특정된 무인 주행차량에 대해 상기 배차 위치 및 얼굴 사진의 전송부를 구비하고,
상기 무인 주행차량이
상기 배차 위치까지 자동 주행하는 자동 주행부와,
상기 배차 위치에서 주변 인물에 얼굴 인식 처리를 실시하는 얼굴 인증부와,
수신한 상기 얼굴 이미지와 일치하는 얼굴의 인물을 배차 희망자로 판정하여 무인 주행차량의
이용을 허가하는 판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주행차량의 배차 시스템.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2】
사용자 ID에 대응시켜서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기억하는 기억부를 구비한 배차 서버와 배
차 희망자가 갖는 휴대 단말기 및 자동 주행부 및 얼굴 인증부를 구비한 무인 주행차량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무인 주행 차량의 배차 방법으로,
상기 휴대 단말기가,
사용자 ID 및 배차 위치를 상기 배차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배차 서버가
상기 사용자 ID에 대응 기억된 얼굴 이미지를 상기 저장부로부터 취득하는 단계와;
무인 주행차량의 위치정보 및 이용 상태에 따라 배차 가능한 무인 주행차량을 특정하는 단계
와;
상기 특정 된 무인 주행차량에 대해 상기 배차 위치 및 상기 얼굴 이미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무인 주행 차량이,
자동 주행부에 의해 상기 배차 위치까지 자동 주행하는 단계와;
상기 배차 위치에서 얼굴 인증 부분이 주변 인물에 얼굴 인식 처리를 받은 상기 얼굴 이미지
와 일치하는 얼굴의 인물을 배차 희망자로 판정하여 무인 주행차량의 이용을 허가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무인 주행차량의 배차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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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해당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는 배차 서버가 수신한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기억된 얼굴 이미지를 저장부로부터
취득하고 배차 가능한 무인 주행차량에 얼굴 사진 등을 보내는 점, 및 무인 주행차가 수신한
당해 얼굴 화상을 이용한 얼굴 인식 처리를 행하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로부
터 무인 주행 차량의 배차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연산 또는 가공이, 기억부를 구비한
배차 서버, 얼굴 인증부를 구비한 무인 주행차량 및 휴대 기기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라는,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에는 배차 서버가 수신 한 사용자 ID에 매핑 기억 된 얼굴 이미지를 저장부로부터
취득하여 배차 가능한 무인 주행차량에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고, 무인 주행차량에서는 받은
당해 얼굴 화상을 이용한 얼굴 인식 처리를 하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로부터
무인 주행차량의 배차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연산 또는 가공이, 기억부를 구비한 배차
서버, 얼굴 인증부를 구비한 무인 주행차량 및 휴대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에서의 일련의 정보
처리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원과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작동 방법을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41 -

☞ 무인자동차를 자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제1항) 및 배차방법(제2항)에 관한 것으로, 배차서버에 사용자
ID와 이와 대응되는 안면화상을 저장하여 두고, 배차희망자가 사용자 ID와 배차 희망 위치를 전송하
면, 배차서버에서 무인자동차를 배차 희망 위치로 자동주행 시킨 후, 안면화상이 일치하는 자에게 무
인자동차를 배차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결국 무인자동차의 자동 배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의 정보처리(소프트웨어)를 무인
자동차, 사용자 단말기, 및 배차 서버(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
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1항(시스템) 및
제2항(방법)이 모두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② [사례 2-10](부속서 B 3.2 성립성)
v 발명의 명칭: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2(無人走行車の配車システム及び配車方
法2)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배차 서버와 배차 희망자가 갖는 휴대 단말기 및 무인 주행차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배차 서버가, 배차 희망자로부터 배차 위치를 지정한 무인 주행 차량의 배차의뢰를 접수하면,
상기 배차 희망자에게 무인 주행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주행차량의 배차
시스템.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 2】
배차 서버와 배차 희망자가 갖는 휴대 단말기 및 무인 주행차로 구성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실
현되는, 무인 주행차량의 배차 방법으로,
배차 서버가, 배차 희망자로부터 배차 위치를 지정한 무인 주행차량의 배차의뢰를 접수하면,
상기 배차 희망자에게 무인 주행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주행차량의 배차
방법.
【청구항 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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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명]
청구항 1 및 2에는 ｢무인주행 자동차｣라는 기재가 있지만 무인 주행 차량에 대한 제어 내용
이나 무인 주행 차량이 행하는 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
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은 심사 기준 ｢제 III 부 제 1 장 발명 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
성"2.2 (2)에 기재된 (i) 기기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에 따른 처리를 구체적으로 할 것, (ii)
대상의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할 것｣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이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
다’의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항 1과 2에서는 배차 서버와 단말기와 무인 주행차로 구성되는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가 특정되어 있지만, ｢배차 서버가 배차 희망자로부터 배차 위치를 지
정한 무인 주행차의 배차의뢰를 접수하면, 상기 배차 희망자에게 무인 주행 차량을 배차한다｣
만이어서, 정보처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무인 주행 차량의 배차라고 하는 사용 목적에 따
라 특정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
이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그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아, 청구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원인의 대응]
거절 이유를 해소 할 수 없다.
› (보충 설명)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복수의 무인 주행 차량, 배차 서버 및 단말기는 네트워크를 통
해 통신 가능하다｣, ｢사용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 기기에서 배차 서버에 액세스 하고 배차
요청을 하면 원하는 배차 위치에 무인 주행 차량을 호출 할 수 있다｣등의 기재만이 있을 뿐으
로, 무인 주행 차량의 배차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
도록 보정 할 수는 없다.
☞ 이전의 사례와 동일한 목적의 발명이나, 배차방법을 실현하는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음. 즉 이 사건 발
명에서는 무인 주행차량의 자동 배차에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나와 있고, 배차 서버가 수행하는 절차는
나와 있으나, ‘무인자동차’ 및 ‘사용자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절차는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점을 근거
로, 무인자동배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
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판단에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성’과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기재불비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개시된 하드웨어의 구성부분에 대하
여, 수행하는 절차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 부분에 의해서는 정보처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한 기준으로 일단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사례에서는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무인자동차
및 사용자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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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무인자동차’ 및 ‘사용자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면, 이러한 내용으로 청구항의 내용을 부가, 한정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사례 2-11](부속서 B 3.2 성립성)
v 발명의 명칭: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터
(木構造を有するエリア管理データ、コンテンツデータ配信方法、コンテンツデータ)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상위로부터 1층의 루트노드, 복수층의 중간 노드, 1층의 리프노드의 순으로 구성되는 트리 구
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로서,
상기 리프노드는 배송영역의 위치 정보 및 컨텐츠 데이터를 가지고,
상기 중간 노드 중에서, 직하에 복수의 상기 리프노드를 가지는 중간 노드는, 직하의 상기 리
프노드에 대한 포인터 및 그 직하의 여러 리프노드에 대응하는 복수의 상기 배송 영역을 최소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矩形)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상기 중간 노드 중에서, 직하에 복수의 중간 노드를 갖춘 중간 노드는, 직하의 복수의 상기
중간 노드로의 포인터 및 당해 직하의 복수의 중간 노드가 가지는 복수의 상기 최소 포위 구
형을 최소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상기 루트 노드는 직하의 상기 중간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컨텐츠 전송 서버에 저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가, 루트 노드 또는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에 따라서, 검색 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에 대응하는 리프노드를 특정하는 처
리에 사용되는,
트리 구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2】
청구항 1 기재의 트리 구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를 저장한 콘텐츠 전송서버가,
검색키로써 현재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상기 루트 노드 직하의 복수의 상기 중간 노드가 갖는 상기 최소 포위 구형의 위치 정보와 상
기 현재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최소 포위 구형에
대응하는 중간 노드를 특정하고,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배송 영역에 대응하는 리프 노드가 특정 될 때까
지, 상기 특정된 중간 노드보다 하위의 복수의 상기 중간 노드가 갖는 상기 최소 포위 구형의
위치 정보, 또는 복수의 상기 리프 노드가 갖는 상기 전송 영역의 위치 정보와 상기 현재 위
치 정보의 비교를 반복하여,
상기 특정된 리프 노드가 갖는 콘텐츠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콘텐츠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3】
청구항 2 기재의 방법으로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가 사용자의 게임기에서 동작하는 게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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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또는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인,
콘텐츠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4】
청구항 3 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 데이터.
【청구항 4】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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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한 영역 관리 데이터는 루트 노드와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에 따른 정보
처리에 의하여,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해당 ｢구조를 갖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가
지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때문에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항 1의 기재에서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를 포함하는 전송 지역의 특정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정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지역 관리 데이터를 기억한 콘텐츠 전송서
버에 의한 일련의 정보처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준하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
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는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단계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있다. 따라서 해당 ｢구조를 갖는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여 사
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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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가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
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에 관한 영역 관리 데이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 기재로부터,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에 따른 콘텐츠 데이터의 전송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지역 관리 데이터를 저장한 콘텐츠 전송 서버에
의한 일련의 정보 처리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원이 협력한 구체적 절차에 의해 실현
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2에 따른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처리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2에 따른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
한다.
· 청구항 3에 대해
청구항 3은 청구항 2를 인용하는 것으로, 그 기재로부터 청구항 2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에 따른 콘텐츠 데이터의 전송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 정보
의 연산 또는 가공이 지역 관리 데이터를 저장한 콘텐츠 전송서버에 의한 일련의 정보처리라
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력한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있다. 따라서 청구항 3에 따른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과가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3에 따른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
한다.
· 청구항 4에 대해
정보의 제시(제시 그 자체, 제시 수단과 제시 방법)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
보의 단순한 제시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것)은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 4에 따른 콘텐츠 데이터는, 사용자의 게임기에서 동작하는 게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
용되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이고, 컨텐츠 전송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전송될 것이
라는 점이 특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당해 전송처리 및 방법에 어떠한 기술적 특징은 없
다. 따라서 청구항 4에 따른 콘텐츠 데이터는 정보의 제시 (제시 그 자체, 제시 수단과 제시
방법)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게임기에서 동작하는 게임 응용 프로그
램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에 관한 데이터이다｣라고 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컨텐츠 데이터는 영역 관
리 데이터의 리프 노드에 가지게 하는 것일뿐으로, 그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조금이라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준하는 ｢구조를 갖는 데이
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 4에 따른 콘텐츠 데이터는 정보의 단순한 제시로서,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원인의 대응]
본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를 참조하는 한, 컨텐츠 데이터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
이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청구항 4에 따른 콘텐츠 데이
터에 대해 거절 이유를 해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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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은, 게임기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트리 구조를 가지는 영역관리 데이터’(청구항 1) 및 이러한 영역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텐츠 전송
서버가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청구항 2, 3) 및 이러한 전송방법에 의하여 전송되는 ‘콘텐츠
데이터’(청구상 4)에 관한 것임
☞ 청구항 1의 영역관리 데이터가 루트 노드와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에 따른 정보 처리에 의하여,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의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
지는 데이터이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를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파악한 다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관한 제1항 발명에 대하여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제1항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콘텐츠 전송서버가 사용자에게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발명에 해당함
☞ 반면에 제4항 발명은,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콘텐츠 데이터’에 관한 것인데, 이러
한 콘텐츠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된 구조화된 데이터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구조화된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데이터에 불
과하다. 따라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
이,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콘텐츠 데이터’에 관한 제4항 발명은 ‘전송 방법’에 관한 제3항을 인용하고 있고, 제3항은 제2
항을 인용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인용하고 있음. 제4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
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4항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
고 있는 점이 주목됨
이는 제4항이 물건의 발명으로서 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4항의 해석 시, 제3항의 전송방법으로 전
송된 최종 물건으로서의 ‘콘텐츠 데이터’로 파악한 결과로 보이고, 이러한 해석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방법으로 한정된 물건 발명’(Product-by-Process Invention)의 해석방법으로 이른바 ‘동일
성설’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만일 한정설에 따른 해석이라면, 제4항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④ [사례 2-12](부속서 B 3.2 성립성)
v 발명의 명칭: 암호화된 패키지파일의 데이터 구조(暗号化されたパッケージファイルのデータ
構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분석 대상 데이터의 각 부분이, 당해 부분의 보안 레벨 1 ~ N (N은 2 이상의 정수)에 따른
암호화 키로 암호화된 암호화 데이터와,
보안 레벨 1 ~ (N-1)의 복수의 복호키로서, 각각의 보안 수준보다 하나 높은 보안 수준의
암호화 키로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키와,
상기 암호화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데이터의 부분 및 상기 암호화 복호키를 나타내
는 암호화 부분 정보를 포함하는, 패키지 파일의 데이터 구조로서,
상기 패키지 파일 및 1 ~ N 중 어느 하나의 보안 수준의 복호키를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복호화 키를 사용한 데이터의 복호화를 수행하는 복호부를 구비한 분석기가,
상기 암호화 부분 정보가 나타내는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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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 중 해독 가능한 부분 및 보안 수준이 1 개의 하위 암호화 복호키를 복호화하여 취
득하는 공정을, 보안 수준 1의 암호화 복호키를 복호화하여 얻을 때까지 반복 처리에 이용되
는,
패키지 파일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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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련된 패키지 파일의 데이터 구조는, 청구항에 기재된 각 보안 수준의 복호키가
하나 상위의 보안 수준의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등의 해당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패키지 파일 및 1 ~ N 중 어느 하나의 보안 수준의 복호키를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복호키에 의한 데이터 복호화를 수행하는 복호화부를 구비하는 분석
장치가, 상기 암호화 부분 정보가 나타내는 정보에 따라서, 상기 복호키에 따라 상기 암호화
된 데이터 중 해독 가능한 부분 및 보안 수준이 1 개의 하위 암호화 복호키를 복호화하여 취
득하는 공정을, 보안 수준 1의 암호화 복호키를 복호화하여 얻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당해 데이터 구조는, 분석 장치에 의한 정
보 처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청구항 1의 기재로부터, 하나의 복호키를 가지는 분석장치가 암호화 부분 및 하위의
보안 수준의 복호키를 순차적으로 복호화하여 분석 장비의 보안 수준에 맞는 범위의 데이터
부분을 해독한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분석 장치에 의한 일
련의 정보처리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와 하드웨어 자원과가 협동
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있다. 따라서 해당 데
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과가 협동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 구조를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
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 1에 관한 데이터 구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발명도 프로그램에 준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생성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관
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준하는 데이터구조를 규정하는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
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진보성
(“부속서 A 5. 진보성”)[사례 26] - [사례 32]11)

① [사례 26](부속서 A 5.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공급망 관리방법(サプライチェーン管理方法)
v 특허청구범위:
11) [사례 31] 및 [사례 32]는 ‘AI’뿐만 아니라 ‘IoT’에도 관련되는 기술로 표기되고 있다. 일본 特許庁, ｢特許・実用新
案 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属書A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事例集｣, 4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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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접수하는 단계와,
해당 제품의 여러 공급원의 가동 상황을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상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1공급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공급원 대한 공급의 가예약을 생성하는 공정과,
해당 공급원이 해당 예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조달이 필요
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공정과,
상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조달 수요로 상기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여러
공급원서 해당 공급원의 작동 상황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공급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공급원에 대하여 가예약을 생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품의 모든 구성 부품 또는 재료에 대해 상기 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상기 조달에 대하여 공급의 가예약이 생성된 경우에는 이전에 생성된 가예약을 본예약으로 업
데이트하는 공정을,
을 갖는 방법.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공급망 관리 방법에 있어서, 구성 부품 및 원자재 조달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 한 후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원의 가동 상황 등에 따라 공급원에 대한 공급의 가예약 및 본예약이 컴
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이 방법에서는 공급망의 제품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1 공급원이 각
공급원의 가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선택된다. 관련 가동 성과 데이터로서는, 예를
들어 공작 기계의 운전 상태 및 작업 대기의 업무량 등, 공급원인 납입업자의 생산 시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성과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해당 선택은 각 공급원의 시시각각의 공급 능력에 적절하
게 대응하는 것이 된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의 선택이 완료되면,
우선은 이 단계에서, 그 선택된 공급원에 대한 공급의 "가예약"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제품의 구성 부품 또는 재료에 대한 조달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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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이 필요하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그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여러 공급원에서 가동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공급원이 선택된다.
이러한 과정을 필요에 따라 반복한다. 그 결과, 모든 구성 부품 또는 재료에 대해 각각 조달
이 불필요 판정되거나 필요한 조달에 대한 공급의 가예약이 생성된 상태에 도달 한 경우에는
임시예약이 본예약으로 업데이트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방법에서는 많은 계층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의 경우에도 적시에 공급 임시
예약이 생성되는 것과 동시에, 본 예약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가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재로부터 공급망의 공급 부족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제품의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접수하는 단계와,
해당 제품의 여러 공급원의 가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상기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
원을 선택하는 공정과,
상기 수요가 당해 공급에 의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그 공급원
의 가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원을 선택하고,
상기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선택된 공급원에 대한 공급의 예약을
생성하는 공정,
을 갖는 방법.

․ 인용 발명 2 (참고 문헌 2에 기재된 발명) :
생산 시설에서 부품 재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접수하는 단계와,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특정하는 공정과,
각 구성 부품에 대해 상기 수요를 충족하는 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 공정과,
상기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 요소의 여러 공급원의 가동 데이
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따라 상기 수요를 충족 공급원의 후보 및 각 공급원의 공급 능력 정보
를 표시하고,
상기 재고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공정,
을 갖는 방법.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 52 -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제품의 수급 관리에 따른 방법의 발명이기 때문에 양자 기술 분야
는 관련성이 있다.
(2) 과제의 공통성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제품의 여러 공급원의 가동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수급 관
리를 컴퓨터로 실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공통의 과제가 있다.
› (거절 이유가 없는 것을 설명)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12)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
다.
› (차이점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선택된 공급원이 제품 공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조달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정 하는 공
정을 가지며, 상기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당해 조달 수
요로 상기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여러 공급원에서 그 공급원의 성과 데이터 등의 정보에 따
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2의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 인 반면,
인용 발명 1은 제품의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해당 제품의 구성 부품 또는 재료의
조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점.
› (차이점 2)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선택된 공급원에 대하여 공급의 "가예약"을 생성함과 동시에, 제품
의 모든 구성 부품 또는 재료에 대한 조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되거나 조달에 대하여 공급
의 "가예약"이 생성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생성된 "가예약"을 ‘본예약’으로 업데이트하는 반면
에,
인용 발명 1은 선택된 소스에 공급 예약을 생성 하고 있지만, "가예약"의 생성 및 본예약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위 차이점 1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제품의 수급 관리에 따른 방법의 발명이기 때문에 양자 기술 분야
는 관련성이 있다.
또한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제품의 여러 공급원의 가동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수
급 관리를 컴퓨터로 실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공통의 과제가 있다.
그렇다면, 인용 발명 1에서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의 수급 관리를 위해 제품의 구성 부품의 조
달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인용 발명 2를 적용하여 제품의 수급 관리 할뿐만 아니
라, 해당 제품의 구성 부품의 조달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정 공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해당
부품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당해 조달을 수요로 하여, 구성 부품의 복수 공
급원으로부터, 그러한 공급원에서의 가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의 공급원을 선택함으로써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은, 당업자
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차이점 2에 대해 검토한다.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 "임시 예약"의 생성 및 본예약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은
(인용발명 1뿐만 아니라) 인용 발명 2에도 없는 사항이다.
12) 이른바 주 선행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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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공급망의 제품에 대해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원이 하나 이
상 선택되면, 우선 그 선택된 공급원에 대한 공급의 가예약이 생성 된 후, 공급망에 필요한
모든 공급의 가예약이 생성된 경우에 가예약이 본예약으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본원의 청구
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많은 계층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의 경우에도 적시에 공급하는 가
예약이 생성되는 것과 동시에, 본예약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가예약의 존재로부터 공급망 상
의 공급 부족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효과는 인용 발명 1 및 2에서 예측 곤란한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 "가예약"의 생성 및 본예약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
은 인용 발명 1 인용 발명 2를 적용 할 때 행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등(일정한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설계적 사항의 채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과
사항을
효과를
보성이

같이, 본원의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 문헌 1 및 2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특정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그러한 사항에 의하여 인용 발명 1 및 2에서 예측 곤란한 유리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원의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 발명 1 및 2에 대해 진
있다.

☞ 이 사건 출원발명과 주선행발명으로서의 인용발명1을 비교하면,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품의 공급원
에 대해서도 예약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부품의 공급원에 대하여 예약을 하는 점은 부품에 관한
인용발명 2와의 결합을 통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발명에서 가예약을 수행한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가예약’을 ‘본계약’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1, 2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구성이고, 본예약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가예약의 존재로
부터 공급망 상의 공급부족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효과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 곤란한 유리한 효
과라는 점을 들어, 그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고,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찾아 볼 수 없
는 유리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결국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② [사례 27](부속서 A 5.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달리기 지원 시스템(ランニング支援システム)
v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면 인터페이스 및 GPS 기능을 가진 손목시계형 장치와, 해당 손목시계형 장치와 네트워크
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서버로 구성되는 러닝 지원 시스템으로,
상기 손목시계형 장치는,
상기 화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코스 정보의 지정을 받아 코스 정보 접수 수단과,
해당 코스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동안
GPS 기능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함 러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기 정보 전
달 서버에 보내기 수단을 갖고,
상기 정보 전달 서버는,
상기 손목시계형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코스 정보 및 실행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코스 정보에 대응하는 제1의 랩타임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정보 전달 서버에서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과,
상기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기록되어있는 상기 코스 정보에 대응하는 복수의 제
2의 랩타임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과,
상기 제1 랩타임 정보와 상기 제2의 랩타임 정보와의 비교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실행을 지원하는 러닝 지원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손목시계 형 장치에 보내기
수단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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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손목시계형 장치는 또한
상기 러닝 지원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화면 인터페이스에 표시하
는 표시 수단을 갖고,
상기 제2 랩타임 정보는 상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가진 시계형 장치에서 보낸 마지
막 러닝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랩타임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러닝 지원 시스템.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배경 기술】
자신의 과거의 달리기 기록과 현재의 달리기에 대한 정보와 비교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장착
가능한 손목시계 형 장치가 알려져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해당 손목시계 형 장치를 이용하여 혼자 달리기를 하는 경우,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참조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 감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러닝 동기를 유지할 수
어려웠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사용자는 화면 인터페이스 및 GPS 기능을 갖춘 손목시계 형 장치 (이하 절에서 "장치"라고
한다)를 장착하면서 달리기를 한다. 사용자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치를 조작하고 앞으
로 달리기를 하는 과정을 지정한다. 해당 지정된 코스 및 사용자 정보는 정보 제공 서버로 전
송된다. 정보전송 서버에서는 해당 사용자가 지정된 코스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것을 인식한
다. 달리기 장치에서 지속적으로 GPS 기능을 통해 얻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함 러닝 정보가 정보 전달 서버에 전송된다.
정보 전달 서버에서는 장치에서 전송 된 러닝 정보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소정 거리 간격의
랩 정보 (제1의 랩 정보)가 생성되고 정보 전달 서버에서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다. 여기에서 정보 전달 서버는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코스마다의 과거의 여러 사용
자 랩 시간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일한 과정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의 랩타임 정보는 하나까지만 기억되지 않고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새로운 랩타
임 정보가 생성 된 경우 이전 랩타임 정보는 새로운 랩타임 정보를 쓰게 된다.
정보 제공 서버는 제1의 랩타임 정보와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다른 여러
사용자의 과거 랩타임 정보(제2의 랩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가상적인 순위 및 다른 사
용자와의 가상적인 거리를 포함하는, 러닝 지원 정보를 생성한다. 정보 제공 서버는 생성된
러닝 지원 정보를 사용자의 장치로 전송한다. 제1의 랩타임 정보는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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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축적되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므로
전송된다.
사용자의 장치에서는 정보 전달 서버로부터
된다.
【발명의 효과】
사용자는 실행 중에, 손목시계 형 장치에서
적인 거리를 포함한 러닝 지원 정보를 참조
있고, 러닝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때마다 러닝 지원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장치로
송신된 러닝 지원 정보가 화면 인터페이스에 표시

사용자의 가상적인 순위 및 다른 사용자와의 가상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 감각을 얻을 수

»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화면 인터페이스 및 GPS 기능을 가진 손목시계 형 장치이며,
상기 손목시계 형 장치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코스 정보의 지정을 받아 코스 정보 접수 수단과,
상기 사용자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상기 GPS 기능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
함 러닝 정보에 따라 상기 코스 정보에 대응하는 첫번째 랩타임 정보를 생성하고, 손목시계
형 장치의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록 수단과,
상기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기록되어있는 상기 코스 정보에 대응하는 복수의 제
2의 랩타임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과,
상기 제 1 랩타임 정보와 제 2의 랩타임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의 실행을 지원하는 러
닝 지원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화면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목시계 형 장치.
› (과제)
현재 랩타임 정보와 손목시계 형 장치에 기록 된 과거의 랩타임 정보에 기초하여 얻은 정보를
러닝 지원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과거 자신의 랩타임 정보와의 비교에 관한 정보 하
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

․ 주지 기술 :
서버 및 단말과 통신 가능한 시스템에서 단말 측의 기억 용량, 처리 부담 절감을 위해 터미널
에서 얻은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서
버에서 단말로 전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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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과제의 공통성
인용 문헌 1에는 단말기의 저장 용량과 처리 부하에 대한 과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인용
발명1의 손목시계형 장치도 사용자 측의 단말기인 이상, 처리 능력 및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
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 한 과제이다.
따라서, 인용 발명1과 주지 기술은 과제가 공통된다.
› (거절 이유가 없는 것을 설명)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손목시계형 장치와 정보 전달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의 발명으로서,
손목시계형 장치에서 얻은 러닝 정보를 정보 전달 서버에 전송하고 정보 전달 서버에서 제1
랩 시간 정보와 복수의 제 2의 랩타임 정보와 비교하여 러닝 지원 정보를 만들고 손목시계
형 장치로 전송하는 반면, 인용 발명 1은 손목시계형 장치의 발명으로서, 제 1의 랩 정보 및
복수의 제 2의 랩타임 정보와의 비교 및 
러닝 지원 정보의 생성이 해당 손목시계형 장치 내
에서 행해지는 점.
› (차이점 2)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제2의 랩타임 정보는 제1의 랩타임 정보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가진 시계형 장치에서 보낸 마지막 러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데 대하여, 인
용 발명 1은 제2의 랩타임 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특정이 없는 점.
위 차이점 1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1의 손목시계 형 장치는 사용자 측의 단말이기 때문에, 처리 능력 및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과제이다.
한편, 주지 기술로, 서버 및 단말과 통신 가능한 시스템에서 단말 측의 기억 용량, 처리 부하
경감을 위해 터미널에서 얻은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
리하고, 처리 결과를 서버로부터 단말로 전송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용 발명 1에서 저장 용량과 처리 부하의 관점에서, 상기주지 기술을 적용해 손목
시계형 장치가 갖는 달리기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서버 측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손목시계 형
장치에서 얻은 러닝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여, 해당 서버에서 제1의 랩 정보 및 복수의 제 2의
랩타임 정보와 비교하여 러닝 지원 정보를 만들고 손목시계 형 장치로 보내도록 구성하는 것
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차이점 2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1은 과거 자신의 랩타임 정보와의 비교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면서 달리기를 가능
하게 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인용 문헌 1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않았다. 또한, 해당 사항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착상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 따라
서 다른 사용자가 가진 시계형 장치에서 보낸 마지막 러닝 정보를 바탕으로 제2의 랩타임 정
보와 비교를 하는 것은 인용 발명 1에 주지 기술을 적용 할 때 행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등
(일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설계적 사항의 채택)
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다른 사용자의 랩타임 정보의 비교에 따라 러닝 지원 정보를

- 57 -

생성하여 사용자가 혼자 달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 감각을 얻을 수 있다는, 인용 발명
1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용 발명 1에 주지 기술을 적용하여 당업자가 청구항 1
에 관련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손목시계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버와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의 달리기 정보와
비교하여 달리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특징이 있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와 이에
따른 발명의 효과는 자신의 손목시계 내에서 랩타임 관리를 하는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그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용발명과 인터넷을 결합함으로써 인용발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서버에서의 정보 처리를 통한 손목시
계의 처리 용량의 한계 등을 극복하는 것은 인용발명에 주지기술인 서버와의 결합을 통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한 후(차이점 1의 극복), 다른 사람의 랩 타임을 비교할 수 있는 점(차
이점 2)은, 인용발명에 찾아 볼 수 없는 구성이고, 단순한 설계적 변경도 아니고, 효과에 있어서도 인
용발명과 주지의 인터넷과의 결합에 의하여 당업자가 예상할 수 없는 효과로 인정하여, 결국 출원발명
의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
과에 지나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인터넷과 결합하면서도 새로운 발명의 구성의 차이
가 있고,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③ [사례 28](부속서 A 5.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豪雨地点特定システム)
v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차량이 구비한 와이퍼에 장착된 와이퍼 동작 센서 및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와 네트워
크를 통해 연결되는 분석 서버를 구비하고,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는, 장착 된 와이퍼의 가속도 정보를 포함 동작 정보를 검출하는 검출
부와, 자기 센서의 현재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부와,
상기 동작 정보에 상기 현재 위치 정보를 매핑하여 상기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송신부를 가지
며,
상기 분석 서버는, 복수의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에서 상기 동작 정보 및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부와, 상기 수집된 여러 동작 정보 중 와이퍼가 고속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정보에 매핑된 현재 위치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하는 분석부를,
갖는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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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을 상세하게 특정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호우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 차량이 구비한 와이퍼에 장착된 센서를 활용한다.
해당 센서는 와이퍼의 가속도 정보를 포함 동작 정보를 감지하고 센서의 현재 위치 정보에 매
핑하여 분석 서버로 전송한다.
분석 서버는 다수의 차량의 와이퍼에 장착된 센서에서 상기 동작 정보 및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분석 서버는 해당 동작 정보에 따라 와이퍼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작동하는
것을 추출하고 해당 추출 된 동작 정보에 매핑 된 현재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폭우가 발생하
는 지점을 특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리를 일정 거리 사방의 메쉬 형태로 분할하고, 상기 추
출된 동작 정보에 매핑된 현재 위치 정보를 일정 수 이상 포함하는 메쉬를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특정한다.
»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복수의 차량에 구비된 와이퍼에 장착된 와이퍼 동작 센서 및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와 네트워
크를 통해 연결되는 분석 서버를 구비하고,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는, 장착된 와이퍼의 가속도 정보를 포함하는 동작 정보를 검출하는 검
출부와, 자기 센서의 현재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부와, 상기 동작 정보에 상기 현재 위
치 정보를 매핑하여 상기 동작 정보를 상기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송신부를 가지며,
상기 분석 서버는, 복수의 상기 와이퍼 동작 센서에서 상기 동작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부와,
상기 수집 한 동작 정보와 과거의 고장난 와이퍼의 작동 정보의 비교를 기반으로 고장이 발생
한 와이퍼를 식별하는 분석부와, 해당 특정된 와이퍼와 그 현재 위치 정보와 관리자에게 통지
하는 통지부를,
갖는 와이퍼 고장 감지 시스템.
› (과제)
각 차량에 장착된 와이퍼 동작센서 와이퍼의 작동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의 고장 이력과의 비
교에 기초하여 고장이 발생한 와이퍼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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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발명 2 :
복수의 휴대단말기 및 상기 휴대 단말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분석 서버를 구비하고,
상기 휴대 단말기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등록 된 글 입력을 받는 접수부와,
자기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부와,
상기 투고문 및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송신부를 가지며,
상기 분석 서버는,
복수의 단말기에서 상기 등록 된 글과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부와,
상기 수집된 여러 투고문 중 호우에 관한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 문장에 매핑된 현재 위치 정
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을 식별하는 분석부를,
갖는 호우 지점 특정 시스템.
› (과제)
사용자의 휴대 기기에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기고문
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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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설명)
인용 발명 2에서 수집한 투고문, 호우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 문장에 한정하고 해당 한정
된 투고문에 매핑된 현재 위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호우 지점을 특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
리를 일정 거리 사방의 메쉬 형태로 분할하고, 상기 제한된 내글에 매핑 된 현재 위치 정보를
일정 수 이상 포함 메쉬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과 특정한다.
또한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키는 차량이 많은 것은 기술 상식이
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 발명 1은 와이퍼의 고장 검출에 관한 발명이며, 인용 발명 2는 투고문을 이용한 호우 지
점 특정 관한 발명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는 관련 없다.
(2) 과제의 공통성
인용 발명 1은 와이퍼의 작동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의 고장 이력과의 비교에 의해 고장이 발
생하는 와이퍼를 특정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인용 발명 2는 호우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 문장을 활용 하여 호우 지점을 특정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는 상이
하다.
(3) 작용, 기능의 공통성
인용 발명 1은 수집된 와이퍼의 작동 정보를 과거의 동작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며, 인용 발명
2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투고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호우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작용 기능은 상이하다.
› (거절 이유가 없는 것을 설명)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분석 서버는 수집된 여러 동작 정보 중 와이퍼가 고속으로 동작하
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정보에 매핑된 현재 위치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호우가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하는 반면, 인용 발명 1에서 분석 서버는 수집한 동작 정보와 과거의 고
장난 와이퍼의 작동 정보와 비교를 기반으로 고장이 발생한 와이퍼를 특정하는 점.
› (동기 부여에 대해)
인용 발명 1의 고장 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인용 발명 2를 적용하며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와
이퍼가 고속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정보와 연결된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호
우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위 (동기에 대해 고려한 사정)의 (1)에서 (3)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용 발명 1에 인
용 발명 2를 적용하는 동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발명 1 인용 발명 2를 적용하며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당업자
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인용발명 1은 고장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투고문을 이용한 호우 지점 특정에 관한
것으로 IoT 기술의 서비스(적용) 분야가 상이하고,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의 곤란
성을 인정하고 결국 인용발명 1 및 2에 대하여 그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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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 29](부속서 A 5.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의료기기 보수 서버(医療機器保守サーバ)
v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업자가 보유하는 복수의 의료 기기의 유지 보수 수행에 따른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의
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로서,
의료 기기에 장착된 센서에서 수집한 당해 의료 기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가동상황 기억부에 기록하는 수집부와,
상기 가동상황 기억부에 기록된 상기 가동상황을 분석하여 각 의료 기기가 포함하는 소모품의
열화도(劣化度)를 산출하여 소모품 상태 기억부에 기록하는 분석부;
사업자와 당해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의료기기의 정보를 매핑한 의료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상기 소모품 상황 기억부에 기록된 각 소모품의 상기 열화도 및 상기 의료기기 정보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사업자별로 여러 의료기기의 유지 보수시기와 교환 대상 소모품
정보를 집약한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유지 보수 계획 기억부에 기록하는 계획부를,
갖는 의료기기 유지보수 서버.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배경 기술】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에게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기기의 유지 보수를 얼마나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였다. 기존 의료 기기의 곳곳에 장착 된 센서에서 해당 의료 기
기의 상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의료 기기가 포함하는
소모품의 열화 상황을 추측하고, 그에 따라 해당 의료 기기가 고장나기 전에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 보수 기간을 의료 기기에 통지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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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사업자는 다수의 의료 기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기
간을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의료 기기의 유지 보
수에 관한 정보를 집약한 유지 관리 계획의 제공을 받을 수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수단】
본 발명은 의료 기기에 장착 된 센서에서 수집 한 의료 기기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와 사업자
가 보유하는 의료 기기의 정보에 기초하여 사업자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기
기에 대한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구체적인 실시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업자는 MRI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의료 기기에는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있다.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는 센서가 취득한 의료 기기의 상태와 관련한 데이터
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성과 데이터로 가동 상황 기억 부에 기록한다.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는 사업자와 당해 사업자가 보유한 의료 기기 정보와를 매핑 의료
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춘다.
그리고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는 수집 된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의료 기기가 포함 소
모품의 열화도를 산출하여 소모품 상태 기억 부에 기록한다. 의료 기기의 상태 데이터에서 소
모품의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공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어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의 계획 부가 상기 소모품 상황 기억 부에 기록 된 각 소모품
의 열화도 및 의료 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된 정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보유 의료
기기의 유지 보수시기와 교체 할 소모품의 정보를 포함하는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유지
보수 계획 기억 부에 기록한다. 상기 유지 관리 계획은 다음 유지 보수를 언제 실시, 그 때에
당해 사업자가 보유하는 모든 의료 기기의 어떤 소모품을 교체해야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포
함하고 교환시기가 가까운 소모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타이밍에서 함께 교환하는 등 사업자에
게 효율적인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계획이 작성된다.
생성 된 유지 보수 계획은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에서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사업자는 제공 된 유지 관리 계획을 그대로 또는 적당히 변경하는 등 유지 보수 업체에 유지
보수를 의뢰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센서에서 수집 한 의료 기기의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업 부속서 A 진보성
에 관한 자 위해 당해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의료 기기의 유지 보수시기 및 교환 대상의 소모
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의료
기기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정비 계획에 관한 검토 부담이 경감한다.
› (보충 설명)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 계획 부에서 사업자마다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정보 처리의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순서도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다.
» [기술 수준 (인용 발명,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특정 의료기기의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판정하는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로서,
의료 기기에 장착된 센서에서 수집 한 당해 의료 기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여 가동상황 기억부에 기록하는 수집부와,
상기 가동 상황 기억부에 기록된 상기 가동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의료 기기가 포함 여러 소
모품의 열화도를 산출하여 소모품 상태 기억부에 기록하는 분석부;
상기 소모품 상황 기억부에 기록 된 각 소모품의 상기 열화도에 따라 해당 의료 기기의 유지
보수 기한과 교환 대상 소모품 정보를 포함한 유지 관리 정보를 생성하여, 유지 보수 정보 기
억부에 기록하는 생성부를,
갖는 의료기기 유지 보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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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의료 기기에 장착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기기를 구성하는 소모품의 열화
상황을 추측하고 그에 따라 해당 의료 기기가 고장 전에 실시해야 유지 보수 기간을 결정한
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 (거절 이유가 없는 것을 설명)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의료 기기 유지 보수 서버가 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의료 기기의 정보를 매핑하는 의료 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의료 기기를 가지
는 사업자별로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반면에,
인용 발명 1은 특정 의료 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정보를 작성하지만, 여러 의료 기기를 가진
사업자별로의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1은 특정 의료 기기가 고장 전에 실시해야 유지 보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과제
로 하고 있다. 사업자 당 여러 의료 기기의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은 인용 발명 1의
과제와 달리, 당업자가 용이하게 착상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와
당해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의료 기기의 정보를 서로 매핑하는 의료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이나, 사업자별로 집계 된 여러 의료기기의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인용 발명 1에서의 설계 변경 등(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설계적 사항의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차이점에 관한 사항을 가짐으로써 다수의 의료 기기를 보유
한 사업자에게 정비 계획에 관한 검토 부담이 경감하는, 인용 발명 1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
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용 발명 1에 따라 당업자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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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기기의 소모품 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의료기
기 유지보수 서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발명은 ‘복수의 의료 사업자’ 별로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
하는 반면에, 인용발명에서는 단순히 복수의 의료기기 별로 유지·보수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러한 구성의 차이를 단순한 설계의 변경 등도 아니고, 이러한 구성이 차이로 인하여, 정비 계획의 검
토 부담이 경감된다는 효과의 차이를 들어서, 그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다. → 구성의 차이 및 이로 인
한 효과의 차이로 인한 진보성의 긍정

⑤ [사례 30](부속서 A 5.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건설기계 보수 서버(建設機械保守サーバ)
v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건설 기계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당해 건설 기계의 상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여
가동상황 기억부에 기록하는 수집부와,
상기 수집된 가동상황 데이터에 특정 이상 징조 패턴이 포함된다고 감지 한 경우, 상기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로 판정하는 판정부와,
유지 보수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상기 가동 상황 데이터에 대한 기계 학
습에 의해 생성된 추측 모델을 적용하여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을 추측하는 추측부와,
유지 보수 작업시에 실제로 교환하는 소모품 정보의 입력을 받아 당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추측 모델을 갱신하는 갱신부를, 가지는 건설 기계 관리 서버.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배경 기술】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고 실제 고장이 발
생하기 전에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기술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건설 기계의 점검, 정비 등의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여, 유지 보수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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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전체 비용을 감소시킬 것인가는 중요하다.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건설
기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소모품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수의 소모품을 포함한
건설 기계에서는, 유지 보수 업체는 어떤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실제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고 사전 준비가 번잡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건설 기계의 고장을 사전 감지하고, 유지 보수시 필요한 교환 소모품 정보를 추측하여 유지
보수 작업자에게 제공한다.
관리 대상 건설 기계는 여러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당해 건설 기계의 상태와 관련한 정보 인
성과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건설 기계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성과 데이터로는 건설 기계
의 가동 시간, 소비 전력, 온도, 진동 값 등 운영에 대한 다른 데이터가 있다.
건설 기계 관리 서버에서는 고장의 사전 감지를 위한 특정 이상 징조 패턴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판정부가 수집한 가동상황 데이터에 해당 이상 징조 패턴에 일치하는 패턴을 발
견 한 때에는 당해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기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추측부가 그 판정이 이루어진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에
맞춰 모델을 적용하여 당해 건설 기계에서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을 추정한다. 추측 모델은 건
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 입력에 대하여, 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된 소모품을 출력하는
것이다. 그 추측 모델은 메인터넌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때의 건설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
와 실제로 교체 된 소모품의 기록 데이터를 기계학습 시킴으로써 생성된다.
당해 추측 모델은 소모품 교체가 있을 때마다, 유지 보수 작업자에서 실제로 교환하는 소모품
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으로 받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작업을 반복하여 추측의 정
밀도가 향상된다.
또한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기계의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그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의
이력 정보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 장애에 대한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건설 기계의 고장을 사전 감지하고, 유지 보수시 필요한 교환 소모품 정보를
추측하고 유지 보수 작업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보충 설명)
건설 기계 관리 서버의 예측 부에서 추측 모델을 만드는 정보 처리의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순서도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건설 기계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당해 건설 기계의 상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여
가동상황 기억부에 기록하는 수집부와,
당해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상기 가동 상황 데이터에 대
한 기계 학습에 의해 생성된 추측 모델을 적용하여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을 추측하는 추측부
와,
유지 보수 작업시에 실제로 교환하는 소모품 정보의 입력을 받아 당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추측 모델을 갱신하는 갱신부를, 가지는 건설기계 관리 서버.
› (과제)
건설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 관리에서 추측 모델을 이용하여 교환이 필요한 소모
품을 추측하여 유지 보수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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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발명 2 :
건설 장비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당해 건설 기계의 상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여
저장부에 저장하고 해당 기억된 가동상황 데이터에 특정 이상 징조 패턴이 포함된다고 감지
한 경우 당해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여, 특정 사람에게 그 취지를 통
지하는 서버.
› (과제)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고장의 전조를 감지하여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
기 전에 유지 보수를 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성과 데이터에 특정 이상 징조 패턴이 포함된다고 감지한 경
우,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로 판정하는 판정부를 갖는 반면,
인용 발명 1에서는 그러한 판정부를 가지지 않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2는 건설 장비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당해 건설 기계의 상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여 저장부에 저장하고 해당 기억한 가동상황 데이터에 특정한 이상 징조 패턴이
포함된다고 검지한 경우에, 당해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로 한다고 판정하는 서버의 발
명이기 때문에, 인용 문헌 2에는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판정하는 수단으로 가동
상황 데이터 중의 특정 이상 전조 패턴을 감지함으로써 판정하는 수단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
정된다.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가 공통된
다. 또한 양 발명은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공통된다. 또한, 양 발명은 모두 센서에서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를 수
집, 분석하여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공통된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인용 발명 1 인용 발명 2를 적용하여, 가동상황 데이터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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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 징조 패턴이 포함된다고 감지하는 경우,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가 필요로 판정하는
판정부를 설치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설명]
› (동기 부여를 고려하는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가 공통된
다.
(2) 과제의 공통성
인용 발명 1 및 2는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 기계의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공통된다.
(3) 작용, 기능의 공통성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센서에서 건설 기계의 가동 상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건설 기
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공통된다.
» [출원인의 대응]
청구항 1에 있어서,「건설 기계의 가동상황 데이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기계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공부｣를 보정에 의해 추가하면 본 거절 이
유는 해소된다.
☞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그 기술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과제가 공통되며, 작용｣기능의 공통성이 있
으므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판정부’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결합하여 발명할 수 있으므
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⑥ [사례 31] (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 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⑦ [사례 32] (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 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진보성 항목참조)

다. “AI관련기술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AI関連技術に関する事例について)
(1) 명세서(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부속서 A 1. 기재요건(특허법 제36조)에 관한 사례집”) [사례 46] ~ [사례 51]

① [사례 46](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당도 추정 시스템(糖度推定システ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물의 얼굴 사진과 그 사람이 재배한 야채의 당도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된 얼굴 이미지와 상기 야채의 당도를 학습데이터(敎師データ)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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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력 얼굴 이미지로 출력을 그 사람이 야채를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로 하는 판정
모델을 기계 학습에 의해 생성하는 모델 생성 수단과,
얼굴 이미지 입력을 접수하는 수단과,
상기 모델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 된 판정 모델을 사용하여 상기 접수 수단에 입력된 얼굴 이
미지로부터 추정되는 그 인물이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를 출력하는 처리 수단,
을 구비한 당도 추정 시스템.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인상과 그 사람이 키운 야채의 당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얼굴
이미지에서 그 인물이 야채를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인상은 그림과 머리 길이, 머리의 폭, 코의 폭, 입술의 폭이 특징이다. 여기
서 말하는 야채의 당도는 야채의 종류마다 뿌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의 당도이다. 본 시
스템을 이용하여 가까운 사람 중의 누군가 재배하면 가장 당도 높은 채소를 키우는 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당도 추정 시스템은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입력 받는다. 그리고 인물의 얼굴 이미지를
입력으로 그 사람이 야채를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를 출력하는 판정 모델을 사용하여 상
기 인물이 야채를 재배 할 때 예상되는 채소의 당도를 얻을 수 있다. 상기 판정 모델은 콘볼
루션 신경망(CNN) 등 공지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 이미지와 그 인물이 재배
한 야채 당도의 관계를 학습 데이터로 학습시킨 지도 기계학습(教師あり機械学習)에 의해 생
성된다.
» [전제]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인물의 얼굴 사진과 그 사람이 재배한 야채 당도 사이에 상관
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 (이하, 본 사례에서는 "상관관계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은 추인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거절 이유의 개요]
·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 가능 요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어떤 인물이 야채를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를 추정하는 판정 모
델의 입력으로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점, 인상이 두상의 길이, 두상의 폭, 코의 폭, 입
술의 폭에 의하여 특징짓는 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얼굴 사진과 인물이 야채를 재배했을 때의 야채의 당도에 대
해, ｢인상과 그 사람이 키운 야채의 당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
어, 인상을 특징짓는 것의 예로 머리 길이, 머리의 폭, 코의 폭, 입술의 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의, 구체적인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그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추인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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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실제로 생성된 판정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도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입력된 얼굴
이미지로부터 추정되는 그 인물이 재배한 채소의 당도를 출력하는 당도 추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청구항 1에 관한 ｢당도 추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
재되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원인의 대응]
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인물의 얼굴 사진과 그 사람이 재배한 야채
당도 사이에 상관관계 등이 존재하는 것이, 추인할 수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거절 이유
는 해소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추정 모델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시험 결과를 기재한 실험 성
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거절
이유는 해소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발명은, 어떤 사람인 인상을 구성하는 두상의 길이, 폭, 코의 폭, 입술의 폭 등과 그 사람이 재
배한 야채의 당도 사이의 관계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여 기계 학습시켜 생성한 학습모델로 구성되는
당도 추정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사람의 인상과 재배된 야채의 당도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기재
하고 있으나, 두상의 길이, 폭, 코의 폭, 입술의 폭 등과 재배된 야채의 당도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기술상식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도, 본원의 당도추정시스템은 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사례 47](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사업계획 지원 장치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특정 제품의 재고량을 기억하는 수단과,
상기 특정 제품의 웹상에서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단과,
과거에 판매된 유사 상품에 관한 웹상에서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와, 상기 유사
상품의 판매수를, 학습데이터로 기계학습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특정 제품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로부터 예측되는 미래의 상기 특정 상품의 판매수를 시뮬레이션하여 출
력하는 수단과,
상기 기억된 재고량 및 상기 출력된 판매 수에 따라 상기 특정 제품의 향후 생산량을 포함하
는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수단과,
상기 출력된 판매 수와, 상기 책정한 생산계획을 출력하는 수단,
을 구비한 사업계획 지원 장치.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웹에서의 광고 활동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광고 활동이 유효한지 여부는 실시간 판단이 어렵고, 시행착오를 반복 속에서 재
고량 부족 등으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우려가 적지 않게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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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광고 활동 데이터와 언급 데이터에서 향후 판매액의 예측치를 추정하고, 재고량과 판
매액의 예측 값에 따라 향후 생산량을 포함한 생산 계획을 제시하는 사업 계획 지원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것에 의하여 특정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 생산 계획의 재검토를 조기에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사업 계획 지원 장치는 특정 제품의 재고량을 기억한다. 이어 상품에 대한 웹상에서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를 입력으로 상품의 판매 수를 출력하는 예측 모델을 이용하
여 해당 상품의 예상 판매 수를 취득한다. 여기서, 상기 광고 활동 데이터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웹상에서의 광고 노출 횟수를 이용한다. 광고의 예로는 배너 광고, 리스팅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언급 데이터의 예로는 웹 문서나 SNS, 블로그 등에서 해당 상품
과 광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해당 상품과 광고에 대한 평가로 호의적인 평가가 많으면
높은 값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면 낮은 값이 되는 평가 값을 사용한다. 해당 평가 값은 웹 문
서나 SNS, 블로그 등의 텍스트에, 공지의 컴퓨터 처리를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상기 예측
모델은 신경망 등 공지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과거에 판매 된 유사 상품에 관한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와 상기 유사 제품의 실적 판매액의 관계를 학습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지도 기계 학습에 의해 생성한다.
그 다음, 기억한 재고량과 예측되는 판매 수를 비교하고, 상기 판매 수가 상기 재고량을 넘으
면 상기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 계획을, 상기 판매 수가 상기 재고량을 밑돌면 그 제품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학습된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액을 시뮬레이션하여 해당 판매 수와 재고량
을 비교하여 제품을 증산할지 감산할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가정]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웹상에서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와 판매액 사이에
상관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이하, 본 사례에서는 "상관관계 등"이라 한다)가 존재한다는 점이
추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없음.
» [참고]
· 제36조 제4항 제1호 (실시 가능 요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웹상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에 대하여, 웹상의 광고 활
동 데이터로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웹상에서의 광고 노출 횟수를 이용하는 점, 언급 데이터로
는 웹상의 기사나 SNS, 블로그 등에서 해당 상품과 광고에 대한 평가 값을 사용하는 점이 각
각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러한 웹상에서의 광고 활동 데이터 및 언급 데이터와 판매액 사이
의 구체적인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이
러한 사이에 상관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인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등을 갖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
터를 학습 데이터로 기계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입력에 대응하는 출력을 추정하는 예측 모
델을 생성 할 수 있다는 점은 출원시에 잘 알려져 있다.
이상을 감안하면 유사 상품에 대한 웹상에서의 광고 노출 횟수, 웹상에서 기사, SNS, 블로그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한 평가 값 및 유사 제품의 판매액을 학습 데이터로써, 일반 기계 학
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예측 모델을 이
용하여 특정 제품의 판매 수를 시뮬레이션 하여 출력하고, 당해 판매액에 따라 상기 특정 제
품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출력하는 사업 계획 지원 장치를 제작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확
하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청구항 1에 따른 "사업 계획 지원 장치"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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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발명은, 특정상품에 대한 웹상에서의 광고활동 및 언급 데이터(평가 값 등)와 상품의 매출 사
이의 상관관계를 학습데이터로 기계학습된 예측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특정상품의 향후 매출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출력하는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어떤 상품의 웹상에서의 광고활동 및 언급 데이터와 상품의 매출 사이에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
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사업계획 지원 장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명세서 기
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사례 48](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자동운전 차량
v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운전자 감시 장치를 구비하는 자동운전차량으로서,
상기 운전자 감시 장비는,
차량의 운전석에 도착한 운전자를 촬영 가능하게 배치된 촬영 장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얻는
화상 취득부와,
상기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계 학습을 행한 학습이 완료된 학
습 모델에 상기 촬영 이미지를 입력함으로써 상기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 정도를 나타
내는 응답성 점수를 당해 학습 모델로부터 취득하는 민첩성 추정부,
를 구비하고,
취득한 대응 능력 점수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운전 조작을 행
하는 자동 운전 모드로부터, 운전사의 수동에 의하여 운전 조작을 행하는 수동 운전 모드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자동 운전 차량.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운전사 감시 장치를 구비하는 자동 운전 차량은, 자동으로 운전 조작을 하는 자동 운전 모드
와 운전사 수동으로 운전 조작을 하는 수동 운전 모드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기 자동 운전 모드가 실시되는 때에, 상기 운전자 감시 장치로부터 취득하는 준비성
점수에 의해 나타나는 상기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
우에, 상기 자동 운전 모드에서 상기 수동 운전 모드 전환을 금지한다. 해당 구성에 의하면,
운전자의 민첩성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만 자동 운전에서 수동 운전으로 동작을 전환 할 수 있
는 차량을 제공 할 수 있다.
운전사 감시 장치는 운전석에 도착한 운전자를 촬영한 촬영 화상을 입력으로 대응력 점수를
출력하는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민첩성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모델은 신경망 등 공지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입력하는 학습 데이터는, 예
를 들어 차량의 운전석에 도착한 운전자를 촬영하도록 배치된 카메라에 의해 상기 운전석에
착석한 운전사를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하고, 얻어진 촬영 이미지에 민첩성 점수를 관련짓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응답성 점수로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다양한 행동 상태의 운전자를
촬영한 각 촬영 화상을 사람의 손에 의해 평가하여 촬영 이미지마다 응답성 점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핸들 파지｣, ｢계기 조작｣ 및 ｢내비게이션 조작｣등의 행동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는 차량의 운전 조작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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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치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한편, 운전자가 '대화', '흡연', '음식', '통화' 및 '휴대폰 조
작' 등의 행동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는 차량의 운전 조작을 즉시 시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또한 유사한 행동 상태이더라도,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능력 점수를 설정하여도 좋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동일한 ｢
핸들 그립｣과 「대화｣의 행동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얼굴의 방향이나 표정을 통해
민첩성 점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자가 동일한 "음식"의 행동 상태인 경우
에도 음식의 종류의 차이에 의해 민첩성 점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전제]
출원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 촬상 화상에 촬상된 운전사의 행동 상태와 해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 정도 사이에 상관 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이하, 본 사례에서는 "상관 관계 등"이
라한다)가 존재하는 점을 추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거절 이유의 개요]
없음.
» [참고]
· 제36조 제4항 제1호 (실시 가능 요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촬영 이미지로써, 차량의 운전석에 착석한 운전자를 촬영하도록 배
치된 카메라에 의하여, 다양한 행동 상태의 상기 운전석에 도착한 운전자를 촬영한 복수의 촬
영 사진을 사용하는 점, 대응력 점수로 상기 촬영 이미지를 사람의 손에 의해 평가한 수치 매
개 변수를 사용하는 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운전사의 촬영 이미지가 보여주는 행동 상태와 그들에게 설정
되는 숫자 매개 변수의 예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감안하여 운전자의
촬상 이미지가 보여주는 행동 상태와 해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 정도 사이에 상관관
계 등이 있다는 점을 추인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등을 갖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
터를 학습 데이터로써 기계 학습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입력에 대응하는 출력을 추정하는
학습 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시에 잘 알려져 있다.
이상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촬영 이미지 및 상기 촬영 이미지를 사람의 손에 의해 평가 한 수
치 파라미터를 학습 데이터로써 일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응답성 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점수를 해당 학습 모델에
서 검색하고, 상기 취득한 대응 능력 점수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으
로 운전 조작을 하는 자동 운전 모드에서 운전자의 수동으로 운전 조작을 하는 수동 운전 모
드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자동 운전 차량을 만들 수 있자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확하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청구항 1에 따른 ｢자동 운전 차량｣을 제작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
분하게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발명은, 운전자의 화상과 이에 따라 수동으로 평가된 응답성 정도를 학습데이터로 기계학습된
학습모델을 구축한 후, 운전자의 화상에 따른 응답성의 값이 일정한 이하인 경우, 수동운전 모드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자동운전 차량에 관한 것으로, 운전자의 이미지와 응답성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를 학습데이터로 기계학습시켜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상식
이므로, 결국 청구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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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 49](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체중 추정 시스템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물의 얼굴 형상을 표현하는 특징량과 신장 및 체중의 실측치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인
물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 및 신장으로부터, 해당 인물의 체중을 추정하는 추정 모델
을 기계 학습에 의해 생성하는 모델 생성 수단과,
인물의 얼굴 사진과 신장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접수 수단과,
상기 접수 수단이 접수한 상기 얼굴 이미지를 분석하여 상기 인물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
징량을 취득하는 특징량 취득 수단과,
상기 모델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특징량 취득 수단이 취득한
상기 인물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과 상기 접수수단이 접수한 신장으로부터 체중의 추
정치를 출력하는 처리 수단,
을 구비한 체중 추정 시스템.
【청구항 2】
상기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은 페이스 라인 각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에 기
재된 체중 추정 시스템.
v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체중계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 중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중 추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상과 그 사람의 체격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뺨의 라인과 턱 라인이 형성하는 각도를 페이스 라인 각도로 정의하면 발명자는 페이스 라인
각도의 코사인과 그 사람의 BMI(체중/(신장 제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횡축에 BMI, 세로축에 페이스 라인 각도의 코
사인을 취한 좌표 공간에 데이터를 플롯하는 경우 선형 함수로 근사 할 수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페이스 라인 각도와 BMI 계산에 이용하는 신장과 체중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하여 얻은 페이스
라인 각도와 신장 및 체중의 실측치를 학습 데이터로 신경망 등 공지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계 학습을 통해 높은 정확도의 출력이 가능한 추정 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인물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으로 페이스 라인 각도를 다
루었지만 그 얼굴 라인 각도 이외에도 얼굴 이미지로부터 취득되는 얼굴의 형태를 표현하는
임의의 특징 양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제]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페이스 라인 각도 등의 얼굴 모양의 특징과 그 사람의 신장과
체중과 그들에 근거 BMI 사이에 상관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 (이하, 본 사례에서는 "상관관계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은 추인할 수없는 것으로 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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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이유의 개요]
· 청구항 1: 제36조 제6항 제1호(서포트 요건)/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 가능 요건)
· 청구항 2: 없음
· 제36조 제6항 제1호(서포트 요건)/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 가능 요건):
청구항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으로써, 페이스 라인 각도로 정
의 되는 뺨의 선과 턱 라인이 형성하는 각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페이스 라인 각도의 코사인
값과 그 인물의 BMI(체중/(신장의 제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점
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얼굴 라인 각도 이외에도 얼굴 이미지로부터 취득되는
얼굴 형상을 표현하는 모든 특징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이라고 기재되어있을 뿐, 페이스 라
인 각도 이외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과, 그 사람의 신장과 체중과 그들에 근거하는
BMI 사이의 구체적인 상관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그들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 등이 있을 수있다고 추인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페이스 라인 각도 이외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 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생성
된 추정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도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모든 특징 량과 신장를 이용하여 체중의 추정이 가능함을 당업
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의 추정치를 출력하는 추정
모델에 입력 얼굴 이미지에서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과 신장만으로 특정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일반화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한 범위를 넘는 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면 페이스
라인 각도 이외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는 특징량과 신장 및 체중 측정된 값을 학습 데이터로
일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인물의 얼굴 모양을 표현하
는 특징량 및 신장을 입력하여 그 사람의 체중을 추정하는 체중 추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청구항 1에 관한 ｢체중 추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비고]
· 청구항 2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인물의 얼굴 라인 각도의 코사인과 그 사람의 BMI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근거하면 페이스 라인 각도와 신장 및 체중 사이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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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페이스 라인 각도와 신장 및 체중 측정된 값을 학습
데이터로 범용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 모델을 생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인물의 얼굴 라인 각도 및 높이를 입력하고 그 사람의 체중을 추정하는
체중 추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청구항 2에 따른 ｢체중 추정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
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 청구항 2는 서포트 요
건을 충족한다.
» [출원인의 대응]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2만으로 보정하여 거절 이유는 해소된다.
☞ 본원 발명은, 얼굴의 특징적 요소 값(뺨라인과 턱라인의 각도), 신장, 체중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학습모델을 생성하여, 얼굴 사진과 신장
의 입력 값으로부터 체중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설명에는, 얼굴의 특징적 요소 값으로서 뺨라인과 턱라인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체중/신
장의 값으로 구해지는 BMI 값사이에 정비례하는 관계를 발명자가 발견하였다는 점이 나와 있으나, 그
외의 얼굴형상의 특징량과 체중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기술적 상식도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제1항 발명은 용이실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1항과 달리 제2항 발명은, 특징적 요소 값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페이스라인 각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이실시 요건’(한국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을 충족하고, 청구항의 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서포트 요건’(한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사례 50](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시험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간에 있어서의 알레르기 발병률이 알려져 있는 복수의 물질을 개별적으로 배양액에 첨가한
인간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과, 상기의 기존 물질별의 인체에 알려진 알레
르기 발병률 채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인공 지능 모델에 입력하여 인공 지능 모델을 학
습시키는 공정과,
시험 물질을 배양액에 첨가한 인간 X 세포에서 측정된 인간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을 취득하는 공정과,
학습된 상기 인공 지능 모델에 대하여, 시험물질을 배양액에 첨가한 인간 X 세포에서 측정된
인간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공정과,
학습된 상기 인공 지능 모델에 인간에 있어서의 알레르기 발생률 채점 데이터를 산출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인간에 있어서의 시험물질의 알레르기 발생률 예측 방법.
【청구항 2】
인간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이,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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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형상 변화의 조합이고, 알레르기가 접촉성 피부염인 청구항 1에 기재된 예측 방법.
v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에 의하여, 시험 물질의 인간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률을 예
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과제는 후보 물질 탐색의 최대한 신속한 단계로, 인간에 대한
시험 물질의 알레르기 발생률을 예측하여 후보 물질 탐색 단계에서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실시례에서, (1)접촉성 피부염 발생률이 알려진 물질을 개별적으로 인간 X 세포의 배양액에
첨가한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에 따른 첨가 전후의 형상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을 취득하고, 3 종의 상기 형상 변화 데이터와, 이러한 물질의 접촉성 피부염 발생
률 채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써 범용의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여 학습시킨다는 점, (2)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이 알려진 물질을 개별적으로 인
간 X 세포의 배양액에 첨가한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에 관한 첨가 전후
의 형상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을 취득하여, 상기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여 인공
지능 모델이 예측하는 접촉성피부염 발생률 채점 데이터를 요구한 점, 예측 점수와 실제 점수
의 차이가 ○ % 이하의 물질이 ○ %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한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있다.
» [거절 이유의 개요]
· 청구항 1: 제36조 제6항 제1호(서포트 요건)/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가능 요건)
· 청구항 2: 없음
· 제36조 제6항 제1호(서포트 요건)/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가능 요건): 청구항 1
청구항 1에는, 인간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 알레르기 발병률 채점 데이터
를 학습 데이터로 하는 것만에 의하여 특정된 알레르기 발생률 예측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알레르기 발생률의 예측을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로
서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3 종 혼합과,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 채점 데
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인간 X 세포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는 타원형도, 요철도, 편평률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알레르기 발생률 예측에 결부 매개 변수가 이들 3 종의 조합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도 알레르기 발병률과 세포 모양의
변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알레르기로
접촉성 피부염 외에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가 존재하지만, 알레르기는 종류마다 관여하는 항
체 또는 세포가 달리 발병 기전이 다른 것은 기술 상식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에
대해서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알레르기 발병률 채점 데이터를 산출하는 인공 지능 모델에, 입력이 인간 X 세포의 형
태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군과 알레르기 발생률 점수 데이터만으로 특정된 청구항 1에 관
련된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일반화 할 수 있는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한 범위를 넘는 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면 인간 X 세
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3 종의 조합 이외의 사람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
는 데이터 군과 인간의 접촉 피부염 알려진 비 알레르기 발병률 채점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
로 사용하는 알레르기 발생률의 예측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당
업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 1에 따른 "인간의 시험 물질의 알레르기 발생률 예측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
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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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청구항 2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이 대응 지을 수 있는 알려진 기존 물질별 사람
X 세포의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군
과, 상기 기존 물질 별로 인체에 알려진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 채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인공 지능 모델에 입력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 것이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이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에 대해 일정한 정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인,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인간의 시
험 물질의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 예측 방법의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하고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 2에 관한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한 것으로, 청구항 2는 서포트
요건을 충족한다.
» [출원인의 대응]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2만으로 보정함에 의하여 거절 이유는 해소된다.
☞본원 발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발병률이 알려져 있는 복수의 물질에 대한 인간 X세포의 형태변화 데
이터와, 이러한 물질이 인간에 대하여 갖는 알레르기 발병률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위한 학
습데이티로 사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하고, 여기에 알레르기 발병률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물질에 대
한 인간 X 세포의 형태변화 데이터를 입력하여 상기 미지의 물질의 인간 알레르기 발병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2항으로 한정된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형
태조합 데이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에 대한 상관관계 데이터만 있을 뿐이고, 이를 청구항 1
로 일반화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비추어보아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제1항 발명은 용이실시
요건과 서포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⑥ [사례 51](부속서 A 1. 기재요건)
v 발명의 명칭: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이며, 0.08 ~ 3.2 질량%의 화합물 A, 0.001 ~ 1 질량 %의 화합물 B
및, 잔여가 혐기적으로 경화가능한 (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로 이루어지고,
또한 치료 시작 후 5분 이내에 24시간 경화 강도의 30% 이상의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
성 접착제 조성물.
v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존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화계로써 자유 라디칼 개시제 및
환원제의 다양한 조합이 사용되어 왔지만, 무수한 조합 중에서, 경화 시작 후 5 분 안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상 경화 강도는 높은 경화 속도를 가지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
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본 발명은 최적화된 구성을 가지며, 경화 개시부터 5 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상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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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개발하기 위해, 종래 공지의 혐기성 접
착제 조성물의 조성 데이터, 경화 개시후 5 분까지의 경화 강도 데이터 및 경화 개시부터 24
시간 후 경화 강도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하고,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조성과, 경화 시작
후 5 분까지의 경화 강도와 24 시간 후의 경화 강도의 비를 관련 지은 학습된 모델을 만든
점, 해당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결과, 혐기성 경화 가능한 (메타) 아크릴 레이트 모노머를 포
함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에서 0.08 ~ 3.2 중량 %의 화합물 A 및 0.001 ~ 1 중량 %의 화합
물 B를 함께 배합하면 치료 시작 후 5 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상 경화 강
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얻을 수에 대한 예측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배합비의 범위에서 배합된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실제로 제
조하여 경화 강도를 측정한 실시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학습된 모델 예측 정확도 검증
되지 않았다. 또한, 화합물 A와 화합물 B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첨가함으로써 접착제 조성
물의 경화 시작 5 분 이내에 경화 강도가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경
화 시작 후 5분 이내의 경화 강도 및 24 시간 후의 경화 강도의 측정 방법 및 조건은 구체적
으로 개시되어 있다.)
» [전제]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에 있어서, 경화 개시로부터 5분 정도의 단시간 내에 경화 강도를 상승
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은 어렵고, 폴리머 원료 및 자유 라디칼 개시제 및 환원제의 종류, 혼합,
배합 비율 등 다양한 제조 조건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이 출원시의 기술 상식인 것으로 한
다. 한편,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에서 학습된 모델의 예측 결과가 실제 실험 결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은 출원시의 기술 상식이 아닌 것으로 한다.
» [거절 이유의 개요]
· 제36조 제6항 제1호(서포트 요건)/ 제36조 제4항 제1호(실시 가능 요건) : 청구항 1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에 있어서, 경화 개시로부터 5분 정도의 단시간에 경화 강도를 상승 시
키도록 제어하는 
것은 어렵고, 폴리머 원료 및 자유 라디칼 개시제 및 환원제의 종류, 혼합,
배합 비율 등 다양한 제조 조건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이 출원시의 기술 상식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에 규정 된 배합비를 충족하는 조성물이면, 경화 개시부터 5
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상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점을, 학습된 모델이 예측
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그치고, 학습된 모델이 나타내는 예측치의 예측 정밀도는 검증되
어 있지 않고, 학습된 모델의 예측 결과가 실제 실험 결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기술 상식이
출원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0.08 ~ 3.2 중량 %의 화합물 A, 0.001 ~ 1 중량 %의 화합물
B와, 잔여가 혐기적으로 경화 가능한 (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로 이루어진 조성물을 실제로
제조하고 그 경도를 측정함으로써 경화 시작 후 5 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
상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는 실시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항 1에 기재된 경화 시작 후 5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 이상 경
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제조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이며, 0.08 ~ 3.2 중량 %의 화합물 A
및 0.001 ~ 1 중량 %의 화합물 B로 구성되며, 잔류물이 혐기적으로 경화 가능한 (메타) 아
크릴레이트 모노머로 이루어지고, 또한 경화 시작 5분 이내에 24시간 경화 강도의 30% 이상
의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 발명을 당업자가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
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
(※ → 용이실시 요건의 미충족)
또한 청구항 1에는, 0.08 ~ 3.2 중량 %의 화합물 A, 0.001 ~ 1 중량 %의 화합물 B와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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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혐기적으로 경화 가능한 (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로 이루어지고, 또한 경화 시작 5분 이
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이상의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발명
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
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경화 시작 후 5분 이내에 24 시간 경화 강도의 30% 이상의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당
업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은 아니다.
(※ → 서포트 요건의 미충족)
» [출원인의 대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본 발명의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이 발명의 과제인 경화 시작 후 5분 이내에 24시간 경화 강도의 30% 이상의
경화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업자가 인식할 수는 없으며, 또한 발
명을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출원 후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을 제조하여, 학습된 모델
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시험 결과를 기재한 실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 발명의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부족을 보충하는 것으
로는 되지 않아, 거절 이유는 해소되지 않는다.
☞ 본원 발명은, 화합물 A, B로 구성되는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에서 높은 경화속도를 가지는 화합물 A, B
의 조성비를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성비 데이터와 경화데이터를 인공신경망의 학습데이터로 학습시
켜 학습된 모델을 생성한 후, 이로부터 특정한 고속의 경화속도를 가지는 화합물 A, B의 조성비를 학
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접착제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속도 등은, 접착제 재료의 종류, 혼합, 배합비율 등의 다양한 조건
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되는 결과가 실제의 실험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되는 접착제 조성물이 원하는 경화속
도를 가지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기술 상식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용이실
시 요건 및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배합비의 조성물에 대한 실제의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시험성적 증명서는 당초의 명세서의
기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험성적표의 제출에
의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진보성 (부속서 A 5.)
(“부속서 A 5.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사례집”) [사례 33]~ [사례 36]의 4건
[사례 33]: 암 레벨 산출장치(“부속서 A 5.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사례집”)
[사례 34]: 수력발전량 추정 시스템
[사례 35]: 나사 체결부 품질 추정장치
[사례 36]: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기재 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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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oT관련기술 등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IoT関連技術等に関する
事例について)
(1) 발명의 성립성
l (“부속서 A 3. 발명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사례
집”)[사례 3-2]~[사례 3-3], [사례 4-2], 및
l (“부속서 B 3.2 발명해당성에 관한 사례”)[사례 2-9]~[사례2-15] 등 10건

① [사례 3-2](부속서 A 3. 성립성)
사과의 당도 데이터 및 사과의 당도 데이터의 예측방법(“부속서 A 3. 발명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사례집”)
※기재 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발명의 성립성 항목 참조)

② [사례 3-3](부속서 A 3. 성립성): 구조를 갖는 데이터
v 발명의 명칭: 인형의 3D 조형용 데이터 및 인형의 3D 조형방법(人形の3D 造形用データ及び
人形の3D 造形方法)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3D 조형 장치의 조형부가 조형할 때 상기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로 로드되는(読み込まれ
る)13) 3D 조형용 데이터로서 조형되는 인형의 3 차원 형상 및 색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
【청구항 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기재된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3D 조형 장치에 의하여 인형을
조형하는 인형 3D 조형 방법으로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3D 조형용 데이터를 로드하는(読み込む) 공정과, 상기 제어부는 상기 3D
조형용 데이터에 포함되는 3 차원 형상에 따라 상기 조형부 조형을 위한 수지를 토출시키도
록 제어하는 
단계 ,
상기 제어부는 상기 3D 조형용 데이터에 포함된 색상에 따라, 상기 조형부에 여러 색상의 착
색제를 토출시키도록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인형 3D 조형 방법.
【청구항 2】
→「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13) 이 사건 발명이 IoT 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분류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로 3D조형용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IoT 관련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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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1에 대해
정보의 제시 (제시 그 자체, 제시 수단과 제시 방법)에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아니하는 정보의
단순한 제시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것)은 제 29 조 제 1 항 본문에서 말하는 「발명」(｢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
상의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3D 조형용 데이터가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3D 조형 장치의 조형부가 조형할 때 상
기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에 로드되는"것은 3D 조형 장치에 있어서 극히 통상적인 작동이라
는 점, 청구항 1에 관한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는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에 로드되는 수단이
나 방법에 아무런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것이 아니고, "조형되는 인형의 3 차원 형상 및 색상
포함"이라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3D 조형
용 데이터는 정보의 제시(제시 그 자체, 제시 수단과 제시 방법)에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
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한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는 정보의 단순한 제시로,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조형 장치에 의해 입체물을 조형
하는 인형 3D 조형 방법이다. 그리고 당해 3D 조형 장치는 읽어 들인 3D 조형용 데이터에
포함된 3 차원 형상 및 색상에 따라 조형부에 조형 수지 및 여러 색의 착색제를 토출시키도
록 제어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기기인 3D 조형 장치에 대한 제어 또는 제
어에 수반하는 처리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발명」에 해당한다.
› (보충 설명)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기준 ｢제 III 부 제 1 장 발명
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의해 판단되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검토는 행
해지지 않는다.
» [출원인의 대응]
본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를 참조하는 한,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는 정보의 내용
에만 특징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청구항 1에 관한 인형 3D 조형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를 해소 할 수 없다.
› (참고) 「발명」에 해당하는 3D 조형용 데이터는 ｢부속서 B 제 1 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3. 사례｣에 기재된 ‘사례 2-15’를 참조.
☞ 이 사건 발명은, 인형을 3D 조형장치를 이용하여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1항) 및 그 제조방법(제2항)에
관한 것이다.
☞ 제1항 발명에 기재된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가 3D 조형장치의 제어부로 로드된다는 점, 인형의 형상
및 색조를 포함한다는 점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거절하고 있다. 데이터가 제어부로 로드된다는 점은 일종의 제어로 볼 여지도 있으
나, 3D조형용 데이터가 3D조형기에 로드된다는 점은 당연히 일어나는 동작이라는 점을 들어, 기술적
특징을 부정하고 있고 타당하다.
☞ 제2항 발명은, 1항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3D조형장치의 제어 단계로 한정한 조형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3D조형장치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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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 4-2](부속서 A 3. 성립성)
v 발명의 명칭: 전기밥솥의 작동방법, 동작 프로그램(電気炊飯器の動作方法、動作プログラム)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 가능한 전기밥솥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상기 외부 서버에서 복수 사용자의 취사 취향, 귀가 시간 및 내식(內食)의 유무에 관한 정보
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귀가 시간 및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식의 예정이 있는 사용자 중 가장
빨리 귀가하는 사용자의 귀가 시간 직전에 취사 완료하도록 밥솥의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단
계 ,
상기 짓는 방법의 맛과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식 약속의 여러 사용자 짓는
방법의 맛을 최적화하여 한 취사방법으로 취사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밥솥 동작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기재된 방법을 전기밥솥에 실행시키기 위한 동작 프로그램.
v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전기밥솥과, 당해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의 취사 취향 및 일정 정보를 관리하는 외
부 서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시켰다. 해당 외부 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적절하게 취사하는 방법의 취향과 일정 정보를 외부 서버
에 등록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전기밥솥은 외부 서버로부터 취득한 사용자의 취사 취향,
귀가 시간 및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가 시간 및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식의 예정이 있는 사용자
중 가장 빨리 귀가하는 사용자의 귀가 시간 직전에 취사 완료하도록 밥솥의 시작 시간을 설정
한다.
(2) 사용자 짓는 방법의 맛과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식 예정이 있는 여러
사용자의 취사 취향을 최적화한 취사법에 따라 취사를 실행한다. 취사법 선호도로서는, 익은
쌀의 식감을 나타내는「진밥(もちもち)」,「고두밥(しゃっきり)」등이 있고, 미리 각사용자의
취향이 외부 서버에 등록되어 있다.
최적화된 취사 방법으로는, 내식 예정인 사용자 전원의 취향을 따르도록 취사 시간 및 온도
등을 적절하게 제어한 취사를 실행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기밥솥의 작동 방법이다. 그리고 그
전기밥솥은 외부 서버로부터 취득한 사용자의 취사 취향, 귀가 시간 및 내식의 유무에 관한
정보에 따라, 밥솥의 시작 시간과 취사 방법을 제어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1 에 관련된 발명
은 기기인 전기밥솥이 취사를 실행하기 위한 제어 또는 제어에 수반하는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이므로「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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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발명」에 해당하는 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에 해당한다.
› (보충 설명)
청구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기준 ｢제 III 부 제 1 장
발명 해당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의해 판단되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의 검
토는 행해지지 않는다.
☞ 청구항 발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서버와 접속된 전기밥솥의 동작 방법(1항) 및 이를 수행하는 프로
그램(2항)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의 취향, 귀가 시간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화된 취사 방법으로 전
기밥솥을 제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 기술적 사상으로서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사례 2-9](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 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⑤ [사례 2-10](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 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⑥ [사례 2-11](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 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⑦ [사례 2-12](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 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⑧ [사례 2-13](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⑨ [사례 2-14](부속서 B 3.2 성립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성립성 항목 참조)

⑩ [사례 2-15](부속서 B 3.2 성립성): 구조를 갖는 3D 조형용 데이터
v 발명의 명칭: 3D 조형용 데이터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조형 중에 상기 모델 재료를 지지하는 서포트
재료를 적층하는 3D 조형 장치에 사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로서,
상기 3D 조형물의 각층마다 상기 모델재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모델재 데이터
와,
상기 모델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다음의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델재 포인
터와,
상기 지지재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지지재 데이터와,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다음의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서포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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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며,
(a) 상기 모델재 포인터는 (a1)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모델재의 직상위 층의 모
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모델재 조형 후의 시점에
서 같은 층의 서포트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모델
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지 않은 최하층의 서포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 되고,
(a2) 상기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 후의 시점에서 같은 층의 서포트재가 조형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직상층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b) 상기 서포트재 포인터는 (b1) 상기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서포트재에 대해 직
상위 층의 서포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서포트
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이 층의 모델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포트재 포인터
가 포함된 층의 서포트재의 조형 후 시점에서 조형되지 않은 최하층의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
키도록 설정 되고, (b2) 상기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 후 시점에서 이 층의 모
델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위 층의 서포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으
며,
상기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가 상기 모델재 데이터 또는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후, 상기 모델재 포인터 또는 서포트재 포인터에 따라 모델재 데이터 또는 서포트재 데
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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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발명」에 해당한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한 3D 조형용 데이터는 청구항에 기재된, 3D 조형물의 각층에, 모델재 데이터
에 기초한 조형의 다음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델재 포인터 및 서포트재 데이
터에 따른 조형의 다음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서포트재 포인터를 포함하는 구조
를 갖는 등의 해당 3D 조형용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간의 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가, 상기 모델재 데이터 또는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후, 상기
모델재 포인터 또는 서포트재 포인터에 따라서 모델재 데이터 또는 서포트재 데이터를 기억부
로부터 취득한다｣라고 하는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3D 조형용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구조에 의하여 3D 조형 장치의 제어
부에 의한 정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프로
그램에 준하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소프트웨어)이다.
여기서 기기인 3D 조형 장치의 제어 또는 제어에 수반하는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상기 방법을 제어부에 실행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
명」에 해당한다.
› (참고)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3D 조형용 데이터는 ｢부속서 A 3. 발명 해당성 및 산
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례집｣의 게재 사례 3-3를 참조.
☞ 이 사건 발명은, ①3D 조형물을 제조하기 위한 데이터로, 모델재 및 서포트재 데이터와, 각 모델재 및
서포트재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구성되고, 서포트재의 돌출 구조 여부에 따라서 적층순서를 제
어하기 위하여, 모델재 데이터 포인트와 서포트재 데이터 포인트가 다음에 적층하여야 하는 층을 가리
키도록 설정되어 있는 등, 일정한 제어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 일종의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
어에 준하는 것이다. ②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인 3D 조형장치의 제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③따라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제1항 발명은 발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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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2) 신규성
l (“부속서 A 4.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사례집”)의 [사례 35]~[사례 38]의 4건

① [사례 35](부속서 A 4. 신규성)
v 발명의 명칭: 로봇 장치(ロボット装置)
본원

인용문헌

【청구항 1】
물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로봇 장치로
서,
물체를 감지하는 적어도 한 종류의 센
서와, 해당 센서의 출력에 따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부와, 수신한 상기 응답 정보에 따
라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
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가지며,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가 네트워
크를 통해 상기 물체의 생산 시설에서
받은 정보에 따라 특정된 상기 물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인 로봇 장치.

【청구항 1】
물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로봇 장치로
서,
물체를 감지하는 적어도 한 종류의 센
서와, 해당 센서의 출력에 따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부와, 수신한 상기 응답 정보에 따
라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
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가지며,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에 의해 특
정된 상기 물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인
로봇 장치.

【청구항 2】
물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로봇 장치로
서,
물체를 감지하는 적어도 한 종류의 센
서와, 해당 센서의 출력에 따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부와, 수신한 상기 응답 정보에 따
라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
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가지며,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에 의해 특
정된 상기 물체 개별 속성 정보 및 고
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로봇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서버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
산 시설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해당 로봇 장치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는 로봇 장비를 취급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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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연결되어있는 동시에 각 기업
의 제품 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
보를 시시각각 업데이트 보유하고 있
다. 서버가 로봇 장치로부터 질문을 받
으면 화상 정보를 분석하고 개별 제품
을 특정하여 해당 제품 각각의 재질과
무게, 표면 처리 상태 등의 속성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모든 제품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여된 개별 제품에 고유
한 ID 번호 등)를 응답 정보로서 로봇
장치에 전송한다.

제품의 형상이나 제품에 표시되어있는
회사명, 제품 유형별 체계로 개별 제품
에 붙여져 있는 연속 번호 등의 정보를
이미지 정보로 감지한다. 송신부는 이
미지 센서의 출력에 따라 제품의 물체
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을 서버로 전송한다. 질문에는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다. 서버는 로봇 장치로
부터 질문을 받으면 해당 질문에 관한
이미지 정보를 서버의 저장 장치에 기
억 된 정보와 대조하여 물체의 종류를
판별하고 해당 종류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중형 자동차 전 좌석 시트 등의
정보를 답변 정보로 로봇 장치에 전송
한다. 로봇 장비는 해당 답변 내용에
따라 그 파지부 등의 작동을 제어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로봇 장치는 해당 로봇 장치와 서버와의 조합(컴비네이션)에 대하여, 하나의 서브컴비네이션
에 해당한다. 그 로봇 장치에 대한 청구항 1에는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물체의 생산 시설에서 받은 정보에 따라 특정된 상기 물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이다
｣라는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인 서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네트워크를 통
해 상기 물체의 생산 시설에서 받은 정보에 기초하여｣라는 부분은, 로봇 장비와는 별도의 물
건인 서버가, 어딘가로 부터 얻은 정보에 따라 회답정보의 특정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로봇 장치의 프로그램 자체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장치의
구조, 기능 등에 어떠한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청구
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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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2에 대해
마찬가지로 로봇 장비에 대한 청구항 2에는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에 의해 특정된 상
기 물체 개개의 속성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인 서버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있다. 청구항 2에는 또한, 그 회답정보에 관하여, 로봇 장치가 ｢수신한
상기 응답 정보에 따라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갖는 점이
기재되어있다. 그렇다면, 청구항 2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로봇 장치는 물체 개개의 속성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에 따라 해당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가지
고 있으며, 당해 제어부에 의해 개별 물체의 속성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에 따른 작동을 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상기 응답 정보는 상기 서버에 의해 특정된 상기
물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이다｣이므로, 로봇 장치는 해당 답변 정보와의 관계에서 물체의 종류
에 대한 정보에 따라 해당 로봇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갖춘 제어부를 가지고 있
는 것에 지나지 않고, 각 물체의 속성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에 따른 작동을 하는 것은 없
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한 로봇 장치는 인용 문헌에 기재된 로봇 장치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갖
추고 있어 다른 작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 청
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 청구항 1항 발명과 인용발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에 연결된 로봇장치에 관한 것으로, 센서를 통하
여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서버를 통하여 얻는 점은 공통이다.
다만, 본원의 청구항 1항은 그 응답정보를,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체의 생산 시설에서 얻는 물체
의 종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고, 인용발명에서는, ‘서버에 의하여 특정된 물체의 종류에 관한
정보’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항 1항에서는 서버가 물체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위치를 ‘물체
의 생산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사례의 판단에서는, 이 사건 발명이 로봇장치와 서버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컴비네이션 발명으로 전제한
후, 청구항 1항의 서브컴비네이션과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서버 측에서 로봇장치에 전송하는 물
체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 것인지’ 여부의 한정은, 청구항 1항의 로봇 장치의 프로그램이나, 그
구조, 기능에 어떠한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결국 청구항 1항의 발명은 인용발
명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 제2항 발명은, 서버에 의하여 로봇장치에 전송되는 정보를, 개별 물체의 무게, 표면상태, 고유식별번호
등과 같은 ‘물체 개개의 속성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로 각각의 물체에 대하여 고유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용발명에서는 ‘물체의 종류 정보’로만 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를 이유로 제2항 발명을 인용발명과 상이한 발명으로 그 신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사례 36](부속서 A 4. 신규성)
v 발명의 명칭: 수처리 장치(水処理装置)
본원
【청구항 1】원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제
거하여 처리수를 제조하는 수처리 장치로서,
가변으로 설정되는 주기 일수로 역 세척 과
정을 수행하는 수단과,

인용문헌
【청구항 1】
원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
수를 제조하는 수처리 장치로서,
가변으로 설정되는 주기 일수로 역 세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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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처리 장치에 도입되는 원수의 오염
물질 농도를 검출하는 농도 검출 센서와,
상기 검출 된 오염 물질 농도를 통신 가능하
게 연결된 원격 제어 서버로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원격 제어 서버는 동일한 원수 라인에
서 여러 수처리 장치에서 전송된 여러 오염 물
질 농도에 따라 종전의주기 일자를 업데이트하
기 위한 새로운 주기 일수를 산출하여, 상기
수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정을 수행하는 수단과,
상기 수처리 장치에 도입되는 원수의 오염
물질 농도를 검출하는 농도 검출 센서와,
상기 검출 된 오염 물질 농도를 통신 가능하
게 연결된 서버에 전송하는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
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처리 장치는 지하수 등의 원수에 포함 된
오염 물질을 여과층에 의해 포착하여 처리수를
생산한다. 수처리 장치에서는 처리수를 생산함
에 따라 여과층 바닥의 오염물질 포착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역세척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역세척 과정을 실행하는
주기 시간은 원수의 수질에 변동이 생겼을 경
우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원에서는 수처리 장치는 가변주기 일수로
역세척 과정을 수행하지만, 그 주기일수는 원
격 제어 서버에서 새로운 주기일수가 전송된
경우에는 업데이트된다.
수처리 장치는 농도감지 센서에 의해 취득한
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제어 서버로 전송
한다. 원격제어 서버에서는 동일한 원수 라인
에 존재하는 여러 수처리 장치에서 전송된 여
러 오염물질 농도를 통합하고 분석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해당 원수 라인의 수질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정한 경우, 오염물질 농
도와 각 수처리 장치의 사양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계산식에 의해 물 처리 장치에 가장 적합
한 새로운 주기일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원격제어 서버는 해당 산출된 수처리
장치에 대한 새로운 주기일수를 각 수처리 장
치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송한다.
수처리 장치에서는 원격제어 서버에서 해당
새로운 주기일자를 받으면 종전 설정된 주기일
수를 당해 새로운 주기일자로 업데이트 이후
업데이트된 주기 일수에 따라 역세척 과정을
실행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처리 장치는 지하수 등의 원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여과층에 의해 포착하여 처리수를
생산한다.
수처리 장치가 역세척 과정을 실행하는 주기
일수에 대해서는 수처리 장치 관리자가 적절히
설정 및 업데이트 가능하다. 수처리 장치는 화
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자는 해
당 화면 인터페이스에서 주기 일수를 설정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또한 수처리 장치는 농도감지 센서에 의해
취득한 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서버에 보낼
수도 있다. 서버는 그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하
여 수질 검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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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 [설명]
청구항 1은 ｢수처리 장치｣의 발명인 점, ｢상기 원격 제어 서버는 동일한 원수 라인에서 여러
수처리 장치에서 전송 된 여러 오염 물질 농도에 따라 종전의주기 일자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새로운 주기 일 수를 산출하고, 상기 수처리 장치에 전송한다｣라는 다른 서브컴비네인션인 ｢
원격 제어 서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출원시의 기술 상식 및 「물 처리 장치에서는 원격 제어 서버에서 해당 새로운 주기 일자를
받으면 종전 설정되어 있는 주기 일 수를 당해 새로운 주기 일자로 업데이트하고, 이후 업데
이트된 주기 일 수에 따라 역세정과정을 실행한다｣라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고려하
면, 상기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사항은 수처리 장치가 원격 제어 서버에서 주기 일 수
를 수신하는 수단을 가진다는 점에서 물 처리 장치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처리 장치에
대해 그러한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을 인정한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 문헌에 기재된, 서버에 오염 물질 농도를 보낼 뿐으로
주기 일 수를 수신하는 수단을 갖지 않는 물 처리 장치의 발명과 상이한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
☞ 인용발명의 수처리장치에서는 원격서버로 오염물질 농도를 전송하는 수단만 구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는 수처리장치에서 원격서버로 전송된 오염물질 농도에 기초하여 원격서버로부터
수처리장치로 새로운 주기일수를 전송하는 기재가 있고, 이는 수처리장치가 새로운 주기일수를 수신하
는 것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정에 의하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고
이로써 그 신규성이 인정된다.

③ [사례 37](부속서 A 4. 신규성)
v 발명의 명칭: 건강관리시스템, 단말장치
본원

인용문헌

【청구항 1】
웨어러블 센서, 건강 관리 서버, 단말 장치
로 구성된 건강 관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웨어
러블 센서는 인체의 피부에 붙이는 부착형이
며, 착용자의 체온, 심장 박동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수단과,
상기 생체 데이터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
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단말 장치는 상기 생체 데이터를 상기

【청구항 1】
웨어러블 센서, 건강 관리 서버, 단말 장치
로 구성된 건강 관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착용 센서는 착용자가 착용하는 의류
형이며, 착용자의 체온, 심장 박동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수단과,
상기 생체 데이터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
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단말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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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된 생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하여 상기 건강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건강 관리 서버에서 받은 건강 지표 값
A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건강 지표 값 A를 화면에 표시하는 수
단,
을 가지며,
상기 건강 관리 서버는, 상기 단말 장치로부
터 수신한 상기 생체 데이터를 분석 기법 X에
의해 분석하여 상기 착용자의 건강 지표 값 A
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산출한 건강 지표 값 A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 관리 시스템.

상기 생체 데이터를 상기 웨어러블 센서로부
터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된 생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하여 상기 건강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건강 관리 서버에서 받은 건강 지표 값
A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건강 지표 값 A를 화면에 표시하는 수
단,
을 가지며,
상기 건강 관리 서버는
상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생체 데
이터를 분석 기법 Y에 의하여 분석하여 상기
착용자의 건강 지표 값 A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산출 한 건강 지표 값 A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 기재의 건강 관리 시스템에 사용
되는 단말 장치.

› (보충 설명)
본원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에 있어서 단말 장치와 웨어러블 센서 사이,
단말 장치와 건강 관리 서버 사이의 통신 방식에 차이점은 없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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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웨어러블 센서의 종류 및 건강 관리 서버의 분석 방법에 있어
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 청
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 하는「단말 장치」의 발명인데, 그 청구항 1는, 착용 할 수 있는
센서가 ｢인체의 피부에 붙이는 부착 형이며, 착용자의 체온, 심장 박동을 포함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수단과, 상기 생체 데이터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을 갖는다｣고하는, 또
한 건강 관리 서버가 ｢상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생체 데이터를 분석 기법 X에 의해
분석하여 상기 착용자의 건강 지표 값 A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산출한 건강 지표 값 A를
상기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을 갖는다｣고 하는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인 ｢웨어러블 센서｣
및 ｢건강 관리 서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항 2에 따른 단말 장치가 가지는 기능은 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수신한 생체 데이
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건강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것으로, 건강 관리 서버에서 받은 건강
지표 값 A를 표시하는 것뿐으로 착용 센서의 종류와 건강 관리 서버의 분석 방법은 단말 장
치의 구조, 기능 등을 특정하는 어떠한 것도 없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면 위의 다른 서브컴비네에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기재상,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수신한 생
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집약하여 건강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건강 관리 서버에서 받은 건강
지표 값 A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단말 장치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 장치
의 구조, 기능 등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
재된 발명과의 사이에 달리 차이는 없기 때문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 출원발명은 센서, 단말장치, 서버로 구성되는 건강관리 시스템(제1항) 건강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
장치(제2항)에 관한 것이다. 제1항 발명의 구성중 센서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서 인용발명의 의류
형 웨어러벌 센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대하여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로써
그 신규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제2항 발명은 단말장치에 관한 것으로, 제1항 발명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장
치라 하더라도 그 기재상·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용발명의 단말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점에서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인용발명의 단말장치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
다.

④ [사례 38](부속서 A 4. 신규성)
v 발명의 명칭: 드론 감시 시스템, 드론 장치
본원
【청구항 1】
3차원 이동이 가능한 드론 장치에 의하여,
감시대상을 감시하는 드론 감시시스템으로,
복수의 상기 드론 장치와, 상기 감시대상에
게 휴대하게 하는 단말장치와, 통신 네트워크
를 통하여 상기 드론 장치 및 상기 단말 장치
와 연결되는 관리 서버로 구성되며,
상기 단말 장치는 현재 위치를 단말 위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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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
(기재 없음)

보로서 취득하여, 상기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단말 위
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감시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드론 장치를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드론 장치에 상기 단말 위치 정보
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드론 장치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무인
항공기 위치 정보로서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관리 서버로부터 상기 단말기 위치 정보를 수
신하는 수단과, 상기 무인 항공기 위치 정보와
상기 단말 위치 정보를 기초로 자동 계기 비행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드론 감시시스템.
【청구항 2】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리 서버와 연결되
어 입체 이동이 가능한 드론 장치로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드론무인 항공기 위치
정보로서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관리 서버에
서 단말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드론 위치 정보와 상기 단말 위치 정보에 기초
하여, 자신의 비행제어를 하는 수단을 구비하
고,
상기 관리 서버는,
감시 대상의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한 단말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감시대상에서 가장 가
까이에 있는 드론 장치를 선택하는 수단과, 상
기 선택된 드론 장치에 상기 단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드론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본 발명은 자율비행 가능한 무인 비행체 (드
론 장치)를 활용해 어린이와 노인을 지켜보는
무인 항공기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드론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드론
장치와, 감시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이 휴대하
는 단말 장치 및 관리 서버로 구성된다.
드론 장치는 촬상 수단과 각종 센서를 갖추
고 감시대상의 이상을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주위에 그 이상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은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
에 미리 복수 배치된 본 시스템의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 서버는 각 드론
장치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본 발명은 자율비행 가능한 무인 비행체 (드
론 장치)를 활용해 어린이와 노인을 지켜보는
무인 항공기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드론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드론
장치와, 감시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이 휴대하
는 단말 장치 및 관리 서버로 구성된다.
드론 장치는 촬상 수단과 각종 센서를 갖추
고 감시대상의 이상을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주위에 그 이상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관리 서버에서는 한 단말 장치에 한 드론 장치
를 매핑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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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1) 단말 장치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단말
위치 정보로서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서버
에 전송한다.
(2-1) 관리 서버는 수신한 단말 위치 정보
를 기반으로 감시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드론 장치를 선택한다.
(2-2) 관리 서버는 당해 선택한 드론 장치
에 대해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단말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한다.
(3) 드론 장치는, 자신의 현재 위치로 얻은
드론 위치 정보와 관리 서버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신하는 상기 단말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자
기의 비행을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대
상을 제대로 지켜보기 위해, 감시 대상에서 일
정한 거리, 고도를 유지하고 자율 비행하도록
비행 제어한다.

(1) 단말 장치가 자신의 식별 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이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단
말 위치 정보로서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2-1) 관리 서버는 수신한 단말 장치의 식
별 정보에 대응되어 있는 드론 장치를 특정한
다.
(2-2) 관리 서버는 당해 특정한 드론 장치
에 대해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단말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한다.
(3) 드론 장치는 자기의 현재 위치로 얻을
드론 위치 정보와 관리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수신하는 상기 단말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자
기의 비행을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대
상을 제대로 지켜보기 위해, 감시 대상에서 일
정한 거리, 고도를 유지하고 자율 비행하도록
비행 제어를 한다.

»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 [설명]
· 청구항 1에 대해
｢드론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리 서버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수신한 단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감시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드론 장치를 선택하는｣ 것인 반면에,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은 「수신한 단말 장치의 식별 정보와 연결된 드론 장치를 확인하는｣ 것
인 점에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은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 청구항 2에 대해
청구항 2은 ｢드론 장치｣의 발명인데, ｢관리 서버는 감시 대상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단말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감시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드론 장치를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드론 장치에 상기 단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한다｣라는 다른 서브컴
비네이션인 ｢관리 서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관리 서버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감시 대상을 감시하는 드론 장치를 선택하는가는, 청

- 95 -

구항 2에 관한 드론 장치의 구조, 기능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사항은 드론 장치의 구조, 기능 등을 전혀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면 위의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사항에서 기재상,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드론 장치의 구조, 기능 등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사이에 그 외의 차
이는 없기 때문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드론장치와, 단말장치와, 관리서버로 구성되는 드론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인용발명과는 관리서버에서 드론장치를 특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신규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제2항 발명은 드론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컴비네이션의 하나인 드론장치에 관한 것인데, 제
2항에서 인용하는 제1항의 관리서버에서 드론장치를 특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특정에
의하여 드론장치의 구조나 기능의 특정에는 하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발명의 드론
장치와 차이가 나지 않게 되므로, 제2항 발명의 드론장치는 인용발명의 드론장치에 의하여 그 신규성
이 부정된다.

(3) 진보성
(“부속서 A 5. 진보성(특허법제29조 제2항)에 관한 사례집”)의 [사례 26]~[사례32], 및
(“부속서 B 3.3. 진보성에 관한 사례”)의 [사례 3-4]~[사례 3-5]의 9건

① [사례 26](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② [사례 27](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③ [사례 28](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④ [사례 29](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⑤ [사례 30](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IoT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⑥ [사례 31](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⑦ [사례 32](부속서 A 5. 진보성)
※기재생략(심사핸드북, AI관련, 진보성 항목 참조)

⑧ [사례 3-4](부속서 B 3.3.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木構造を有するエリア管理デー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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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상위로부터 1층의 루트노드, 복수층의 중간 노드, 1층의 리프노드의 순으로 구성되는 트리 구
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로서,
상기 리프노드는 배송영역의 위치 정보 및 복수의 방위각에 대응된 복수의 방위각별 컨텐츠
데이터를 가지고,
상기 중간 노드 중에서, 직하에 복수의 상기 리프노드를 가지는 중간 노드는, 직하의 상기 리
프노드에 대한 포인터 및 그 직하의 여러 리프노드에 대응하는 복수의 상기 배송 영역을 최소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矩形)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ㅏ용자의 기기가
상기 중간 노드 중에서, 직하에 복수의 중간 노드를 갖춘 중간 노드는, 직하의 복수의 상기
중간 노드로의 포인터 및 당해 직하의 복수의 중간 노드가 가지는 복수의 상기 최소 포위 구
형을 최소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상기 루트 노드는 직하의 상기 중간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컨텐츠 전송 서버에 저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가,
루트 노드 또는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에 따라서,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
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에 대응하는 리프노드를 특정하고,
상기 특정된 리프노드가 가지는 상기 복수의 방위각 중에서, 검색키로써 입력된 방위각정보에
가장 가까운 방위각에 대응되는 콘텐츠 데이터를 특정하는 처리에 사용되는,
트리 구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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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수준 (인용 발명, 주지 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상위로부터 1층의 루트 노드, 복수층의 중간 노드, 1층의 리프 노드의 순서로 구성된 트리 구
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로서,
상기 리프 노드는 전송 영역의 위치 정보 및 하나의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며,
상기 중간 노드 중 직하에 복수의 리프 노드를 구비한 중간 노드는, 직하의 보수의 상기 리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및 당해 직하의 복수 리프노드에 대응하는 복수의 상기 전송 영역을
최소의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矩形)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상기 중간 노드 중, 직하에 복수의 중간노드를 구비한 중간 노드는, 직하의 복수의 상기 중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및 당해 직하의 복수 중간 노드가 가지는 복수의 상기 최소 포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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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최소 면적으로 포위하는 최소 포위 구형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상기 루트 노드는 직하의 복수의 상기 중간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컨텐츠 전송 서버에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 전송 서버가 루트 노드 또는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 따라서, 검색키로 입력
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에 대응하는 리프 노드에 대응하는 콘텐
츠 데이터를 특정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트리구조를 갖는 영역 관리 데이터.
› (과제)
검색 키로 입력 된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을 고속으로 특
정함으로써, 상기 현재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콘텐츠 데이터를 고속으로 특정한다는
점.

․ 인용발명 2(참고 문헌 2에 기재된 발명):
지리적 영역에 대해, 상기 지리적 영역의 지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와,
상기 지리적 영역이 면을 갖는 방위각을 나타내는 방위각 정보와, 당해 방위각마다 해당 지리
적 영역의 일조(日照, 日当たり) 상태를 나타내는 일조 정보가 대응되는 데이터로서,
상기 지리적 영역에 대해 컴퓨터 화면상에 지도 표시될 때에, 상기 방위각마다 상기 일조 정
보를 연관지어 표시하는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 (과제)
지리적 영역에 대하여 지도상에서 표시할 때에, 당해 지리적 영역에 관한 방위각마다 일조 정
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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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 (동기 부여에 대하여 고려한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 발명 1과 인용 발명 2는 모두 지리적 영역 (영역)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는 공통된다.
(2) 과제의 공통성
인용 발명 1은 검색키로서 입력된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영역
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상기 현재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콘텐츠 데이터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데 반하여, 인용 발명 2는 지리적 영역에 대하여 지도상에 표시할
때에, 당해 지리적 영역에 대한 방위각마다의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기 때문
에, 양자의 과제는 공통되지 않는다.
(3) 작용, 기능의 공통성
인용 발명 1은 트리 구조를 갖는 데이터로서, 루트 노드 및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에 따
른 정보 처리에 의하여, 검색키로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
을 고속으로 특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현재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콘텐츠 데이터를
신속하게 특정하는 처리에 사용되는 것인 반면에, 인용 발명 2는 지리적 영역의 방위각마다
특정의 복수의 정보가 관련된 데이터로서, 지리적 영역에 방위각마다의 복수의 정보를 관련
지어 표시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것으로, 입력된 검색키에 기초하여 정보를 특정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것은 없으므로, 작용 기능은 공통되지 않는다.
›

(거절 이유가 없는 것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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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의 영역 관리 데이터의 리프 노드는, 구형(矩形)의 전송 영
역의 위치 정보 및 복수의 방위각에 관련된 복수의 방위각별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에 대응하는 리프 노드를 특정
하여, 검색키로 입력된 방위각 정보에 가장 가까운 방위각에 연관되는 콘텐츠 데이터를 특정
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반면, 인용 발명 1의 영역 관리 데이터의 리프 노드는, 구형의 전송 영
역의 위치 정보 및 하나의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
적으로 포함하는 전송영역에 대응하는 리프 노드에 연결된 콘텐츠 데이터를 특정하는 처리에
이용될 뿐으로, 방위각별 콘텐츠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검색키로 입력된 방위각 정보에
가장 가까운 방위각과 관련된 콘텐츠 데이터를 특정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상기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위 (동기에 대해 고려한 사정)의 (1)에서 (3)까지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인용발명 1에 인
용발명 2를 적용하는 동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청구항 1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영역 관리 데이터의 리프 노드가 복수의 방위각과 관
련된 여러 방위각에 관련된 복수의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지
역에 있더라도, 사용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다른 콘텐츠 데이터를 전달할 수있게 된다
는 효과는 인용발명 1 및 2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유리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인용발명 1 및 2에 따라 당업자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
명에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 사건 발명은, 트리구조를 갖는 영역관리 데이터에서 리프노드에 배송영역의 위치정보 및 복수의 방
위각에 대응하여 복수의 방위각별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역관리 데이터에 관
한 것인데, 인용발명1에는 트리구조를 갖는 영역관리 데이터의 리프노드에 배송영역의 위치정보에 대
응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역관리 데이터가 개시되어 있고, 인용발명2에는
지리적 영역의 방위각에 해당하는 일조량 정보가 표시되는 데이터가 개시되어 있다.
☞ 본 사례에서는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2는 지리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
술분야의 공통성은 인정하지만,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 기능의 공통성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2를 적용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다.
☞ 인용발명 1의 방위각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2의 방위
각은 특정 지역에서 태양이 비추는 방위각을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결합하는 동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설사 이를 결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을 인용발명 1 내지
2에 의하여 부정하기는 힘들다.

⑨ [사례 3-5](부속서 B 3.3. 진보성)
v 발명의 명칭: 3D 조형방법 및 3D 조형용 데이터(3D 造形方法及び3D 造形用データ)
v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평면에서 보아 격자 형상을 이루며 조형 중
에 상기 모델 재료를 지지하는 서포트 재료와, 상기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조형중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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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재 및 상기 서포트재의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재를 적층하는 3D 조형방법으로서,
상기 3D 조형물의 각각의 층에,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과,
상기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과,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
을 포함하고,
(A)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 후, (A1) 해당 모델 재료에 대해 직
상층의 모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같은 층의 중간재가 조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지 않은 최하층의 중간재의 토출에 의
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A2) 상기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중간재가 조형되어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
을 행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B) 상기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 후, 해당 공정을 실시한 층의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C)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 후, (C1) 해당 공정을 실시한 층의 서
포트재 및 중간재에 대하여 직상층의 서포트재 및 중간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당해 공
정을 실시한 층의 모델 재료가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C2) 당해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공정을 실시한 층의 모델 재료가 당
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
하는 공정을 실시하는,
3D 조형 방법.
【청구항 2】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평면에서 보아 격자 형상을 이루며 조형 중
에 상기 모델재료를 지지하는 서포트재와, 상기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조형 중에 상기 모
델재료 및 상기 서포트재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장치에 사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로서,
상기 3D 조형물의 각각의 층에,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모델 재료 데이터와,
상기 모델 재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다음 순서의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
델재 포인터와,
상기 중간재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중간재 데이터와,
상기 중간재 데이터에 기초하는 조형의 다음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중간재 포인
터와,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서포트재 데이터와,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에 기초하는 조형의 다음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서포트재
포인터,
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며,
(A ') 상기 모델재 포인터는, (A'1)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모델재에 대하여 직
상층의 모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당해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 되는 층의 모델재의 조
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중간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모델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아니한 최하층의 중간재 데이터를 포인트하
도록 설정되고, (A'2) 당해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중간
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고,
(B ') 상기 중간재 포인터는, 당해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서포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
정되어 있고,
(C ') 상기 서포트재 포인터는, (C'1) 당해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지원 재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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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에 대하여 직상층의 서포트재 및 중간재가 확장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당해 서포트재 포
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서포트재의 조형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모델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
우, 당해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서포트재의 조형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아
니하는 최하층의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고, (C'2) 당해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후 시점에서 동층의 모델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중간재 데이
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고,
상기 3D 조형장치의 제어부가, 상기 모델재료 데이터, 상기 중간재 데이터 또는 상기 서포트
재료 데이터에 기초하는 조형 후에, 상기 모델재 포인터, 상기 중간재 포인터 또는 상기 서포
트재 포인터에 따라서 상기 모델 재료 데이터, 상기 중간 재료 데이터 또는 상기 서포트 재료
데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이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

» [기술 수준 (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 인용 발명 1 (참고 문헌 1에 기재된 발명) :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조형 중에 상기 모델 재료를 지지하는 서포
트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방법으로서,
상기 3D 조형물의 각층마다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과,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을 포함하고,
(a)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a1) 해당 모델 재료에 대해 직상층
모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서포트재가 조형되어 있
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지 않은 최하층의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
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a2) 상기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서포트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 모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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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c1) 상기 서포트재 대하여 직상층의
서포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공정을 실시한 층의 모델 재료가 해당 공정 후 시
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모
델 재료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c2) 상기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공정을 실시한 층의 모델 재료가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
상층의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는,
3D 조형 방법.
또한, 인용 문헌 1에는, 위 3D 조형 방법에 대응하여, 아래의 3D 조형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조형 중에 상기 모델 재료를 지지하는 서포트
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장치에 사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로서, 상기 3D 조형물의 각각의
층에,
상기 모델 재료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모델 재료 데이터와,
상기 모델 재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형 다음의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델재
포인터와,
상기 서포트재의 토출 위치 및 토출량을 나타내는 서포트재 데이터와,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에 기반하는 조형의 다음 조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서포트재
포인터,
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며,
(a ') 상기 모델재 포인터는, (a'1)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 된 계층 모델 재료에 대하여
직상층의 모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모델재의 조
형 후 시점에서 동층의 서포트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모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모델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서포트재 데이터를 포인트
하도록 설정되고, (a'2) 당해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서포트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고,
(c ') 상기 서포트재 포인터는, (c'1) 당해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된 층의 서포트재에 대하여
직상층의 서포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당해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 된 층의 서포트
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동층의 모델재가 조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서포트재 포인터가
포함되는 층의 서포트재의 조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모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설정되고, (c'2) 당해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조형 후의 시점에서 동층
의 모델재가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서포트재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상기 3D 조형 장치의 제어부가 상기 모델 재료 데이터 또는 상기 서포트재 데이터에 기반하
는 조형 후에, 상기 모델재 포인터 또는 상기 서포트재 포인터에 따라서 모델 재료 데이터 또
는 서포트재 데이터를 기억부로부터 취득하는 처리에 사용되는,
3D 조형용 데이터.
› (과제)
모델재와 서포트재로 이루어지는 적층을 적절히 행하면서, 토출 재료의 전환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
인용 문헌 1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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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발명 2 (참고 문헌 2에 기재된 발명) :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재와, 조형 중에 상기 모델재를 지지하는 서포트재와,
상기 서포트 재료와 별종으로 상기 모델재로부터의 이형성(離型性)이 높은 재료로 구성되어
조형 중에 상기 모델재 및 상기 서포트재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방법.
한편, 인용 문헌 2에, 모델재, 서포트재 및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행하는 공정의 순서
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과제)
서포트재를 용매에 용해시켜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델재에서 기계적으로 쉽게 분리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청구항 1 및 2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 [설명]
(동기 부여에 대하여 고려한 사정)
(1) 기술 분야의 관련성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 재료와, 조형 중에 상기 모
델 재료를 지지하는 서포트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 발명 1 및 2는 기술 분야가 공통된다.
(2) 과제의 공통성
인용 문헌 1에는 서포트재의 제거에 관한 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서포트재가 3D 조형
물의 조형 완료 후 제거되는 것 인 이상, 해당 서포트재의 제거의 용이화는 당업자에게 자명
한 과제이다.
따라서, 인용 발명 1 및 2는 과제가 공통된다.
›

(거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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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1에 대해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 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조형 중에 모델재 및 서포트재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재를 포함하여 적층하는 것이고, 또한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에 관련하여, (A) 모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A1) 해당 모델재에 대해 직
상층의 모델재가 돌출 부분을 가지고 또한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같은 층의 중간재가 조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지 않은 최하층의 중간재의 토출에 의
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B)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해당 공정
을 실시한 층의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C) 서포트재의 토출
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C2) 해당 공정을 실시한 층의 서포트재 및 중간재에 대하여
직상층의 서포트재 및 중간재가 돌출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공정을 실시한 층의 모델
재가 당해 공정 후의 시점에서 조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직상층의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
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는 것인데 반하여, 인용 발명 1은 중간재를 포함하여 적층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과 관련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 (차이점 2)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서포트재를 평면에서 보면 격자 형상을 이루는 것에 반하여,
인용 발명 1은 서포트재에 대하여 그러한 특정이 없다는 점.
위 차이점 1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1 및 2는 모두 최종적으로 3D 조형물을 구성하는 모델재와 조형 중에 상기 모델재
를 지지하는 서포트재를 적층하는 3D 조형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가 공통된
다. 또한, 인용 문헌 1에는 서포트재의 제거에 관한 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포트재가
3D 조형물의 조형 완료 후 제거되는 것인 이상, 당해 서포트재의 제거의 용이화는 당업자에
게 자명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용 발명 1 및 2는 과제가 공통된다.
그러나 인용 발명 2는 모델재 및 서포트재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재를 포함하여 적층하는 것
이지만, 당해 중간재는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재료로 이루어 진다. 그
리고 인용 발명 2에는, 모델재, 서포트재 및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하는 공정의 순서에
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용 발명 2는 중간재를 서포트재와 별종으로 모델재로부터의 이형성이 높은 재료로 하
는 점에 의하여, 서포트재의 모델재로부터의 기계적인 분리제거를 용이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므로, 중간재를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하는 것에 의하여, 서포트재 및 중간재의 용제에
의한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점, 또한,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 후 동일 재료
인 지원제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는 등,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
는 공정의 실시 순서를 특정하는 점에 의하여, 토출 재료의 전환 횟수를 감소하는 것은, 인용
발명 1 및 2에 접한 당업자가 기술 상식에서 도출되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상기 차이점 1에 관한 사항은 인용 발명 1 및 2의 기술 분야 및 과제의 공통성을 고
려하여 인용 발명 1 인용 발명 2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고, 인용 발명 1에
인용 발명 2를 적용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등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설계적 사항의 채용)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상기 차이점 2에 대해 검토한다.
인용 발명 2는 서포트재를 포함하여 적층하는 것이지만, 당해 지원재의 평면시가 격자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용 발명 2는 서포트재의 모델재로부터의 기계적 분리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점으로부
터, 서포트재를 평면시 격자형상으로 하는 점에 의하여, 서포트재 및 중간재의 용제에 의한
제거를 용이화하는 것은, 인용 발명 1 및 2에 접한 당업자가 기술 상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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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상기 차이점 2에 관한 사항은 인용 발명 1에 인용 발명 2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생
각해낼 수 없고, 또한, 인용 발명 1에 인용 발명 2를 적용 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등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설계적 사항의
채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위 차이점 1 및 2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 발명 1 및 2에
서 예측 곤란한 유리한 효과가 있다. 즉, 서포트재가 평면시 격자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용해
제거용 용매가 이동하기 쉽게 되고, 또한 중간재가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서포
트재 및 중간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용해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재의 토출에 의한 조
형을 하는 공정 후, 동일한 재료인 서포트재의 토출에 의한 조형을 하는 공정을 실시하기 위
해 토출 재료의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서포트재의 평면시가 격자 형상으로 하여도, 중
간재가 개재하는 최종 3D 조형물의 정밀도에 영향이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업자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청구항 2에 대하여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의 3D 조형용 데이터는,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의 3D 조형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같은 이유로 당업자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에 쉽게 생
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 사건 발명은, 인용발명 1과는 ①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모델재 및 서포트재 사이에 중간재를 적
층하는 점, 및 ②서포트재의 평면시가 격자형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용발명 2에는 중간재를
포함하여 적층이 되지만, 이 중간재는 서포트재와 다른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재를 포함
하는 적층 공정 순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효과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발명에서는 중간재를 서포트재와
동일한 재료로 하여, 용제에 의한 제거를 용이하게 하고, 토출 재료의 전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차
이가 발생한다. 결국 통상의 기술자는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을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 및 시사점
(1) 성립성
l 일본의 경우, ‘심사기준 부속서’(A, B)에서는 ‘사과의 당도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단순한 제
시’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들고 있고, 다만 수확 전 기상 조건 데이
터 및 사과 당도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사과의 당도를
예측하는 경우와 같이, 사과에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의 기술적 성질에 기초한 정보처
리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l 마찬가지로, ‘학습모델’의 경우에도,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학습모델’(부속서 B 3.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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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모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 발
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됨
l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경우에도, 일정한 단계의 정보처리(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무인자동
차, 사용자 단말기, 및 배차 서버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되어 취사를 하는 전기밥솥)등을 이용
하여 수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청구항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발
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9]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
차방법 1’; IoT 부속서 A 3 [사례 4-2] ‘전기밥솥의 작동 방법, 동작 프로그램’ )
- 반면에, 일부 하드웨어에 의하여 수행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의
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10]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2’)
l 한편 ‘데이터 구조’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
템 내의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부속서 B 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
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터”에서, 정보처리 제어를 하는 ‘영
역관리 데이터’에 대한 성립성 인정), 혹은 데이터 구조’(부속서 B 3.2 [사례 2-12] ‘암호화
된 패키지 파일의 데이터 구조’; 부속서 B 3.2 [사례 2-13]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
오의 데이터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발
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목됨
- 다만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저장된 콘텐츠 전송 서버에 의하여 일정한 ‘콘텐츠 데이터 전
송 방법’에 의하여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고(부속서 B
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
터”에서,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성립성 부정 사례), 이는 상기의 방법으로 전송된 콘
텐츠 데이터에는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점(동일성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D 조형용 데이터’의 경우에도, 단순한 수치의 제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한 제
어 구조를 갖는 데이터로서 3D 조형물의 제조 순서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일종의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에 준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B 3.2 [2-15] ‘구조를 갖는 3D 조형용 데이터’)
· 다만 이러한 제어가 단순히 데이터가 제어부로 로드된다는 점에 그친다면 단순한 정보의 제
시에 지나지 않아 성립성이 부정됨(IoT 부속서 A 3 [사례 3-3] ‘인형의 3D 조형용 데이터
및 인형의 3D 조형 방법’)
l 결국 일본에서는, 청구항 말미의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컴퓨터,
3D 프린터 등의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2) 명세서 기재요건
l 기계학습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기계학습용 데이터의 입력값과 출력값에 상당하는 값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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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기
재가 없다면 당업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기계학습을 이용한 발명
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l 상관관계를 부정한 사례로는, “당도 추정 시스템”(부속서 A 1. [사례 46])에서, ‘사람의 인상’
과 ‘그 사람이 키운 야채의 당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기술상식도 아니라
는 점을 들어 명세서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음
-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부속서 A 1 [사례 51])에서는, ‘화합물 A, B의 조성부’와 ‘경화 데이
터’에 관하여,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속도는, 접착제 재료의 종류, 혼합, 배합비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경화속도에 대해서는 예측
치가 실험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접착제의 조성물’과 ‘경화 데이터’를 신경망 기계
학습의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하는 발명에 대하여, 용이실시 요건 및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l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로는, 제조공정에서 ‘제조조건 데이터’와 ‘검사결과 데이터’(부속서 A
5. [사례 32]제조라인 품질 관리 프로그램), ‘나사 체결 조건’과 ‘나사의 체결 품질’ 사이(부속
서 A 5. [사례 35] 나사 체결부 품질 추정장치) 등을 들 수 있음
l 이러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명세서에는 이러한 상관
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부속서 A 1 [사
례 47]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서 ‘웹상에서의 광고활동’과 ‘상품의 매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추인; 부속서 A 1[사례 48] ‘자동운전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응답성’ 사이의 상
관관계를 추인), 명세서 기재요건을 상세한 설명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l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명
세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A 1
[사례 49] ‘체중추정 시스템’에서, 얼굴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뺨라인과 턱라인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체중/신장의 값으로 구해지는 BMI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세서
에 기술)
- 한편 일정한 상관관계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추
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일반화하는 경우에,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
국 발명의 ‘용이실시 요건’과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부속서 A 1 [사례 50] “시
험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인
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형태조합 데이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
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일반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상식에 비
추어 그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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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성·진보성
l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신규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4[사례 36]
‘수(水)처리 장치’), 다만,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의 구성과 기재상·표현상 차이가 있더라
도, 인용발명과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인용발명의 장
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7] ‘건강관리 시스템’)
l 복수의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단말장치, 관리서버)으로 구성되는 컴비네이션 발명(드론감
시 시스템)에서,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발명을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으로 한정하더라도(‘관
리서버’로 한정된 ‘드론장치’), 그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발명의 ‘구조’나 ‘기능’의 특정에
하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에 해당하는 인용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8] ‘드론 감시 시스템, 드론 장
치’)
l 일본의 경우에도, 구성 차이 및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됨
(부속서 A5 [사례 32] ‘제조라인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기계학습에 의하여 생산
품질을 추정하는 것을 ‘심층학습’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이고, 그 효과도 예측가능한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면
서도, 심층학습시에 망각계수 등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예측의 정
밀도를 더욱 향상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 부속서 A5 [사례 34] ‘수력
발전량 추정 시스템’에서 “수력발전량을 상류의 강수량, 댐의 유입량, 방출량 등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예측하는 발명에 대하여, 기존의 회귀분석방법과 효과의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상류 지역의 기온 등 파라미터의 추가에 의하여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인정; IoT 부속서 A 5 [사례 29]
‘의료기기 보수 서버’).
l 결합발명의 경우,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기능이 상이하다면, 복수
의 인용발명을 결합할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어 인용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5 [사례 28]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
l 의료행위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 당해 기술분야(의료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료진)에 의하
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발명을, 단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A5 [사례 33]“암 레벨 산출장
치”) ※참고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료
행위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 보아,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 있음
l 한편,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사례(부속서 A5 [사례 36])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일정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은 공지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처리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보
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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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또한 기존의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결합하는 경우에,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인터넷과 결합하면서도 새로운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
가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사례(IoT 관련, 부속서 A 5 [사례 27]
“달리기 지원 시스템”)도 찾아 볼 수 있음

3. 유럽: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2019. 11.)
l ·Part G Patentability, Chapter 2 Inventions
-

3.3.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l “AI와 기계학습은 계산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 모델 및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수학법칙에 해당함”
- “청구된 특허대상이 전체적으로(as a whole)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보유하고 있
는지 검토할 때 이러한 점이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함”
- “분류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음”

4. 중국: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
l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관한 별도의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l 다만 2019. 12. 31. 개정되어 2020. 2. 1.부터 시행하는 특허심사지침 개정(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43호)의 제2편 제9장에

“알고리즘, 영업방법 등이 포함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바 있고, 그 심사 사례의 하나로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트레이닝 방
법”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음(6.2. 심사사례 [예2])
- 이 사례에서는, 콘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 모델의 학습방법에 관한 것으로, 입력데이터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각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콘볼루션
층에서 이미지 처리 및 학습수단을 이용하여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이 완료된 CNN 모델에 의하여 임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5. 미국: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2018.1.)
l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다만, AI, IoT 서비스 관련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프로
그램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에서 사법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는,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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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P5 국가에서의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특징 비교
1. 발명의 성립성
l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
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
는지 여부에 따라「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로 기술하여(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발명 9A23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
의 성립성도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과 유사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l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심사매뉴얼에는 AI, IoT 관련 발명 특유의 성립성 판단기준은 기
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AI 및 IoT 서비스 관련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프
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에서 사법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l 일본 특허청의 경우, ‘심사기준 부속서’(A, B)에서는 ‘사과의 당도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단
순한 제시’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들고 있고, 다만 수확전 기상 조
건 데이터 및 사과 당도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사과의
당도를 예측하는 경우와 같이, 사과에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의 기술적 성질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함
- 마찬가지로, ‘학습모델’의 경우에도,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학습모델’(부속서 B 3.2 [사례
2-14]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모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 발
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됨
-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경우에도, 일정한 단계의 정보처리(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무인자동
차, 사용자 단말기, 및 배차 서버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되어 취사를 하는 전기밥솥)등을 이용
하여 수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청구항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발
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9]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
차방법 1’; IoT 부속서 A 3 [사례 4-2] ‘전기밥솥의 작동 방법, 동작 프로그램’ )
- 반면에, 일부 하드웨어에 의하여 수행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의
한 정보처이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10]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2’)
- 한편 ‘데이터 구조’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
템 내의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부속서 B 3.2 [사례
2-13]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에는, 일종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
으로 인정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목됨
- 다만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저장된 콘텐츠 전송 서버에 의하여 일정한 ‘콘텐츠 데이터 전
송 방법’에 의하여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고(부속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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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
터”에서,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성립성 부정 사례), 이는 상기의 방법으로 전송된 콘
텐츠 데이터에는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점(동일성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D 조형용 데이터’(부속서 B3.2 [2-15]“구조를 갖는 3D 조형용 데이터”)의 경우에도, 단순
한 수치의 제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한 제어 구조를 갖는 데이터로서 3D 조형물
의 제조 순서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프로그램 혹은 소
프트웨어에 준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l 결국 일본에서는, 청구항 말미의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컴퓨터,
3D 프린터 등의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됨
l 유럽 특허청 심사지침서(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19.
11.)에는 AI와 기계학습은 계산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계산 모델 및 알고
리즘 자체는 추상적 수학법칙에 해당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면서도, 청구된 특허대
상이 전체적으로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Part G, Chapter 2, 3.3.1.)
-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는, 기계학습에 따른 분류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
거나,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l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에는 종전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관련하
여 별도의 항목은 없었으나, 최근 2020. 2. 1.부터 시행하는 특허심사지침 개정(국가지식산권
국 공고 제343호)의 제2편 제9장에

“알고리즘, 영업방법 등이 포함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

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바 있고, 그 심사 사례의 하나로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트레이닝
방법”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음(6.2. 심사사례 [예2])
- 이 사례에서는, 콘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 모델의 학습방법에 관한 것으로, 입력데이터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각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콘볼루션
층에서 이미지 처리 및 학습수단을 이용하여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이 완료된 CNN 모델에 의하여 임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2. 명세서 기재요건
l 우리나라의 경우,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에서 들고 있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는, 과거의 기상정보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
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된
모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학
습데이터’와 ‘기계학습모델’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및 청구범위의 뒷받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
한 판단은 기존에 확립된 기재불비 판단방법을 기계학습 인공지능 발명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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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본의 경우에도, 기계학습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기계학습용 데이터의 입력값과 출력값
에 상당하는 값 상호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면 당업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기계학
습을 이용한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상관관계를 부정한 사례로는, “당도 추정 시스템”(부속서 A 1. [사례 46])에서, ‘사람의 인상’
과 ‘그 사람이 키운 야채의 당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기술상식도 아니라
는 점을 들어 명세서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음
-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부속서 A 1 [사례 51])에서는, ‘화합물 A, B의 조성부’와 ‘경화 데이
터’에 관하여,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속도는, 접착제 재료의 종류, 혼합, 배합비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경화속도에 대해서는 예측
치가 실험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접착제의 조성물’과 ‘경화 데이터’를 신경망 기계
학습의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하는 발명에 대하여, 용이실시 요건 및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로는, 제조공정에서 ‘제조조건 데이터’와 ‘검사결과 데이터’(부속서 A
5. [사례 32]제조라인 품질 관리 프로그램), ‘나사 체결 조건’과 ‘나사의 체결 품질’ 사이(부속
서 A 5. [사례 35] 나사 체결부 품질 추정장치)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명세서에는 이러한 상관
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부속서 A 1 [사
례 47]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서 ‘웹상에서의 광고활동’과 ‘상품의 매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추인; 부속서 A 1[사례 48] ‘자동운전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응답성’ 사이의 상
관관계를 추인 ), 명세서 기재요건을 상세한 설명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명
세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A 1
[사례 49] ‘체중추정 시스템’에서, 얼굴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뺨라인과 턱라인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체중/신장의 값으로 구해지는 BMI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세서
에 기술)
- 한편 일정한 상관관계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추
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일반화하는 경우에,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
국 발명의 ‘용이실시 요건’과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부속서 A 1 [사례 50]“시험
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형태조합 데이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일반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상식에 비추어 그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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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과 일본 특허청 이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의 심사기준(MPEP) 등에는 AI 및 IoT 서
비스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하여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 특유의 요건은 기
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발명에 대
한 명세서 기재요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신규성·진보성 판단방법
l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데이터’ 및 ‘학습모델’을 기준으로 진보성 판단하고 있고,

①학습데이

터, 학습모델에 차이가 없고,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고,
② 반면에 ‘학습모델의 차이’ 및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2”)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긍정하고 있음. ③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전처리’로 인
하여 ‘학습모델’ 및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사례 5)에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은 주
목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컨대, 진보성 판단의 사례로 제시된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의 ‘사례 2’ 내지 ‘사례 5’의 판단 사례에 의하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부
정되는지 여부는,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되는 발명을 서로 비교할 때 예
상되는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
으로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과의 현저성 여부에 의
하여 진보성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진보성 판단 방법과 상응
하는 판단방법으로 볼 수 있음
l 일본의 경우,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신규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4[사례 36] ‘수처리 장치’), 다만,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의 구성과 기재상·표현상 차
이가 있더라도, 인용발명과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인
용발명의 장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7] ‘건강관리 시스
템’)
- 복수의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단말장치, 관리서버)으로 구성되는 컴비네이션 발명(드론감
시 시스템)에서,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발명을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으로 한정하더라도(‘관
리서버’로 한정된 ‘드론장치’), 그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발명의 ‘구조’나 ‘기능’의 특정에
하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에 해당하는 인용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8] ‘드론 감시 시스템, 드론 장
치’)
l 일본의 경우에도, 구성 차이 및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됨
(부속서 A5 [사례 32] ‘제조라인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기계학습에 의하여 생산
품질을 추정하는 것을 ‘심층학습’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이고, 그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면
서도, 심층학습시에 망각계수 등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예측의 정
밀도를 더욱 향상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 부속서 A5 [사례 34] ‘수력
발전량 추정 시스템’에서 “수력발전량을 상류의 강수량, 댐의 유입량, 방출량 등의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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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예측하는 발명에 대하여, 기존의 회귀분석방법과 효과의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상류 지역의 기온 등 파라미터의 추가에 의하여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인정; IoT 부속서 A 5 [사례 29]
‘의료기기 보수 서버’).
- 결합발명의 경우, IoT 기술의 서비스 분야가 상이하고,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기능이 상
이하다면,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할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
어 인용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5 [사례 28]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
l 의료행위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 당해 기술분야(의료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료진)에 의하
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발명을, 단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A5 [사례 33]“암 레벨 산출장
치”) ※참고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료
행위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 보아,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 있음
l 한편,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사례(부속서 A5 [사례 36])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일정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은 공지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처리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보
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임
l 또한 기존의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결합하는 경우에,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인터넷과 결합하면서도 새로운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
가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사례(IoT 관련, 부속서 A 5 [사례 27]
“달리기 지원 시스템”)도 찾아 볼 수 있음
l 한국과 일본 특허청 이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의 심사기준(MPEP) 등에는 AI 및 IoT 서
비스 관련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 특유의
판단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
상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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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P5 국가에서의 AI · IoT 서비스 관련 출원발명의 ‘심사
사례’ 비교연구
l 최근의 기술 및 심사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사례의 발굴
- IP5 특허청의 AI 및 IoT 서비스 분야 최근 심사실무의 경향을 적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출원건(2016이후 출원건)을 중심으로 심사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18년 이후의 출원건은 IP5 국가에서 심사가 모두 완료되지 아니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6년 내지 2018년에 출원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색하여 사례를 발굴함
l CPC 등의 분류체계로는 사례 검색의 신뢰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키워드를 함께 고려
하고, 필요시 N코드 분류표나 Z코드 분류표도 활용하여 검색의 신뢰성을 확보함
- 지나치게 소수의 사례로는 경향을 파악하기 힘들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수
의 사례를 발굴함
l IP5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사례를 검색하기 위하여, PCT 국제출원된 사례 중에서 복수의
IP5 국가에 출원된 사건을 검색함(Patent Family 정보 활용)
- 삼성, 구글 등의 글로벌 대기업은 IP5 국가에 공통적으로 출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검색함

제1절 AI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l 인공지능(G06F) 관련된 발명으로 IP5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되어 심사된 사례를 검색하여, 각
국에서의 심사 경과를 비교하여, AI관련 심사기준의 실제 적용사례를 비교·연구함
l AI 관련 발명의 경우, AI 알고리즘 자체 보다는 AI의 적용·활용에 따른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 판단 심사 실무 경향을 조사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의 심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5년여(2015. 1. 1. ~ 2020. 6. 30)간 세계적으로 PCT 국제출원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
여,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대상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을 파
악하여 인공지능의 응용에 관련된 사건을 주로 분석함14)

14)

구체적으로는 KIPRIS내의 특허실용신안 검색항목(http://kpat.kipris.or.kr/kpat/searchLogina.do?next=
MainSearch)에서, 검색식으로 ((AB=[인공지능+"인공 지능"+기계학습+"기계 학습"+딥러닝+"딥 러닝"+"인공 신경망"+
뉴럴네트워크+"뉴럴
네트워크"+"Artificial
Intelligence"+AI+"machine
learning"+"deep
learning"+"neural
network"]*FD=[20150101~20200630])의 식을 사용하여 검색된 사건(국내 307건) 중, 국내에서 등록, 거절,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것이 확인되는 51건을 1차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KIPRIS의 ‘회외특허’ 검색 항목
(http://abpat.kipris.or.kr/abpat/ searchLogina.do?next= MainSearch#page1)에서 검색식 ((AB=[인공지능+"인
공 지능"+기계학습+"기계 학습"+딥러닝+"딥 러닝"+"인공 신경망"+뉴럴네트워크+"뉴럴 네트워크"+"Artificial
Intelligence"+AI+"machine learning"+"deep learning"+"neural network"]*IDT=[20150101~20200630]))으로 검색
하면, 총 12,543건(미국 1,031건; 유럽 607건; PCT 9,172건; 일본 310건; 중국 1,423건)이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
PCT에서만 공개된 자료를 제외한 3,371건(4개국 중복 사건 포함)을 분석하여, 4개국에서 모두 출원된 20건을 우선
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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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 AI 관련 IP5 공통 출원 중 국내 종결 사건
#

출원번호

출원일자

국제출원

발명의 명칭

번호

구조 유효성 지수를 사용하는 추적 경두개 자기
1-1

10-2015-703
0562

2015.03.23

PCT/FI2015 자극 플래닝(NAVIGATED TRANSCRANIAL
/050194

MAGNETIC STIMULATION PLANNING USING
A STRUCTURAL EFFECTIVENESS INDEX)

1-2

1-3

1-4

10-2016-702
0891

10-2016-702
6214

10-2016-702
7147

2015.01.15

2015.03.23

2015.03.27

PCT/EP201
5/050664

출원인
넥스팀 오와이(핀란드,
에프아이-***** 헬싱키,
엘리매엔카투 * 비)

IPC
A61N
2/00(2006.01)|A61N
2/02(2006.01)|A61N
1/02(2006.01)

이미지 품질을 강화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톰슨 라이센싱(프랑스 *****

G06T

AND DEVICE FOR ENHANCING QUALITY OF

세숑-세비네 씨에스 *****

3/40(2006.01)|G06T

AN IMAGE)

애비뉴 데 샹 블랑 ***)

7/00(2017.01)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G06N

PCT/US201 이미지들의 불변의 객체 표현(INVARIANT

*****-**** 캘리포니아주 샌

3/04(2006.01)|G06N

5/021991

OBJECT REPRESENTATION OF IMAGES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3/10(2006.01)|G06K

USING SPIKING NEURAL NETWORKS)

****)

9/46(2006.01)

PCT/US201
5/022881

질의 의도에 기초한 SERP 프리젠테이션 조절
기법(ADJUSTING SERP PRESENTATION
BASED ON QUERY INTENT)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엘엘씨(미국 워싱턴주
(우편번호 : *****)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

G06F
16/00(2019.01)|G06N
99/00(2019.01)

CPC

심사진행상태

비고

A61N 2/006(2013.01)|A61N
2/02(2013.01)|A61N

거절결정(일반) 기술분야 상이

1/02(2013.01)
G06T 3/4076(2013.01)|G06T
3/4007(2013.01)|G06T

취하(심사미청

미국, 유럽: B

7/32(2013.01)|G06T

구)

일본, 중국: A

취하(심사미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구)

A

2207/20221(2013.01)
G06N 3/049(2013.01)|G06N
3/0454(2013.01)|G06N
3/10(2013.01)|G06K
9/4623(2013.01)|G06K
9/4647(2013.01)
G06F 16/9535(2013.01)|G06N 취하(심사미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20/00(2013.01)

A

구)

미국, 일본: B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1-5

10-2016-702
8651

2015.03.18

PCT/US201 가소성 시냅스 관리(PLASTIC SYNAPSE

*****-**** 캘리포니아주 샌

5/021240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MANAGEMENT)

****)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글로벌 스칼라
1-6

1-7

10-2016-703
0348

10-2016-703
3617

2015.03.23

2015.07.15

PCT/US201 값들에 의한 가소성 조절(MODULATING
5/022024

PCT/CN201
5/084038

1-8

4012

2015.06.01

3/04(2006.01)|G06N
3/08(2006.01)

G06N
3/04(2006.01)|G06N
3/08(2006.01)

A SPIKING NEURAL NETWORK)

****)
바이두 온라인 네트웍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성문 로그인 방법

테크놀러지 (베이징) 캄파니

9/32(2006.01)|G10L

및 장치(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리미티드(중국 베이징 하이뎬

15/22(2006.01)|G10L

VOICEPRINT LOGIN METHOD AND DEVICE)

디스트릭트 샹디 **번가 **

15/16(2006.01)|G10L

바이두 캠퍼스 *층)

15/08(2006.01)
G02B

가부시키가이샤 덴소(일본국

27/01(2006.01)|H04N

아이치켄 가리야시 쇼와초

5/74(2006.01)|F21K

*초메 *반치)

2/00(2018.01)|B60K

PCT/JP201 유닛(HEAD-UP DISPLAY DEVICE AND
5/002759

*****-**** 캘리포니아주 샌

PLASTICITY BY GLOBAL SCALAR VALUES IN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조명
10-2016-703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G06N

ILLUMINATION UNIT FOR HEAD-UP DISPLAY
DEVICE)

1-9 10-2016-703 2015.05.15 PCT/DE201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H04L

35/00(2006.01)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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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J 9/16(2006.01)

유럽:
G06N 3/04(2013.01)|G06N
3/08(2013.01)

등록결정(일반)

거절결정(2020.6.12.)
중국:
등록결정(2017.11.10)

G06N 3/049(2013.01)|G06N

취하(심사미청

3/08(2013.01)

구)

H04L 9/3231(2013.01)|G10L
15/22(2013.01)|G10L
15/16(2013.01)|G10L

A

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2018.9.19.)

G02B 27/0101(2013.01)|H04N
2/00(2013.01)|B60K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록결정(일반) 중국:

2015/088(2013.01)

5/74(2013.01)|F21K

☞ 10-2016-7026214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19.4.30)

35/00(2013.01)
B25J 9/1658(2013.01)|G05B

거절결정(재심

거절결정(2019.3.12)

재심사거절결정(2019.3.1
4098

5/200313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게엠베하(독일, ***** 칼스뤼,

PROGRAMMING A ROBOT)

알버트 네스틀러 스트라세 **)

2219/40517(2013.01)

사)

2.)
☞ 10-2019-7022969로
국제분할출원후 등록
미국, 일본 B

센서칩을 구비하는 센서유닛, 및 그것을
1-10

10-2016-703
4910

2015.06.01

가부시키가이샤

PCT/JP201 구비하는 압력검출장치(Sensor Unit Having a

사기노미야세이사쿠쇼(일본국

5/002767

Sensor Chip and Pressure Detection Device

도쿄도 나카노구 와카미야

Containing same)

*-**-*)

G01L
19/06(2006.01)|G01L
19/14(2006.01)

중국
G01L 19/06(2013.01)|G01L
19/14(2013.01)

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2020.1.6.)
유럽: 심사 중
(2020.9.17.까지 답변
예정)

내장형 자연 언어 프로세싱 엔진을 보충하는
1-11

10-2016-703
5262

2015.06.01

PCT/US201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
5/033480

SUPPLEMENTING EMBEDD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NGINE)

톰슨 라이센싱(프랑스 *****

G06F

세숑-세비네 씨에스 *****

40/20(2020.01)|H04L

애비뉴 데 샹 블랑 ***)

29/08(2006.01)

비허가 스펙트럼에서의 로드-기반 장비에 대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1-12

10-2016-703
5926

2015.06.18

G06F 40/205(2013.01)|H04L

취하(심사미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67/1097(2013.01)

구)

A

H04W

H04W 72/082(2013.01)|H04W

PCT/US201 동적 대역폭 관리(DYNAMIC BANDWIDTH

*****-**** 캘리포니아주 샌

72/08(2009.01)|H04W

72/085(2013.01)|H04W

5/036432

MANAGEMENT FOR LOAD-BASED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16/14(2009.01)|H04W

16/14(2013.01)|H04W

EQUIPMENT IN UNLICENSED SPECTRUM)

****)

74/08(2019.01)

74/0808(2013.01)

미국, 일본, 유럽: B
중국:
등록결정(일반) 거절이유통지(기재불비,
2019.3.8.)※한국과 상이

G06T 7/11(2013.01)|G06T
7/174(2013.01)|G06K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즈

9/6256(2013.01)|G06K

유에스에이, 인크.(미국
메디컬 이미징에서 공간 및 시간 제약들을
1-13

10-2017-700
0509

2015.06.08

펜실베니아 맬버른 리버티

G06T

PCT/US201 이용하는 랜드마크 검출(LANDMARK

블러바드 ** (우 :

7/11(2017.01)|G06T

5/034618

DETECTION WITH SPATIAL AND TEMPORAL

*****))|지멘스

7/174(2017.01)|G06K

CONSTRAINTS IN MEDICAL IMAGING)

악티엔게젤샤프트(독일 뮌헨

9/62(2006.01)

베르너-본-지멘스-슈트라쎄 *

9/6297(2013.01)|G06T

미국, 유럽: B

2207/20132(2013.01)|G06T
2207/20164(2013.01)|G06T

등록결정(일반)

2207/30048(2013.01)|G06T

일본: ?
중국:
등록결정(2019.6.24.)

2207/10132(2013.01)|G06T
2207/20076(2013.01)|G06T

(우: *****))

2207/20081(2013.01)|G06K
2209/051(2013.01)

감독 학습 방법론들을 활용하는 가스 터빈 고장 지멘스 에너지,
1-14

1-15

10-2017-700
9441

10-2017-701
1090

2015.09.03

2015.09.22

PCT/US201 예측(GAS TURBINE FAILURE PREDICTION

인코포레이티드(미국 플로리다주

5/048285

UTILIZING SUPERVISED LEARNING

올랜도 알라파야 트레일 ****

METHODOLOGIES)

(우: *****-****))

PCT/EP201
5/071761

향상된 자동 발신자 식별 해석(IMPROVED
AUTOMATIC CALLER IDENTIFICATION
TRANSLATION)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무선 인터페이스 적응을
1-16

10-2017-701
5960

2015.11.13

유럽: B
G05B 23/02(2006.01)

에. 베.(독일 ***** 뮌헨

23/0283(2013.01)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20.2.3.)

H04M

프라운호퍼 게젤샤프트 쭈르
푀르데룽 데어 안겐반텐 포르슝

G05B 23/0229(2013.01)|G05B

3/42068(2013.01)|H04M
H04M 3/42(2006.01)

3/42042(2013.01)|H04M

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중국:

2201/38(2013.01)|H04M

한자슈트라쎄 ** 체)

2차OA(2020.2.25.)

2203/558(2013.01)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H04L

PCT/US201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SYSTEMS AND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12/721(2013.01)|H04L 5/0007(2013.01)|H04L

거절결정(재심

보정에 따라

5/060722

METHODS FOR SOFTWARE CONFIGURABLE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5/00(2006.01)|H04L

67/303(2013.01)|H04W

사)

등록결정(2019.8.8.)

AIR INTERFACE ADAPTATION)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29/08(2006.01)|H04W

4/50(2013.01)|H0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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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L 45/38(2013.01)|H04L

미국: 거절이유 통지후,

4/00(2018.01)|H04W

76/14(2013.01)|H04L

중국: 진보성

76/10(2018.01)|H04L

27/0008(2013.01)|H04L

거절이유통지(2019.6.6.)

27/00(2006.01)|H04W

5/0092(2013.01)|H04W

2차(2019.12.2.),3차

24/02(2009.01)|H04W

24/02(2013.01)|H04W

거절이유통지(2020.4.14.

76/20(2018.01)
G10L

76/22(2013.01)
G10L 15/16(2013.01)|G10L

)

15/16(2006.01)|G10L

25/21(2013.01)|G10L

25/21(2013.01)|G10L

15/02(2013.01)|G10L

바이두 유에스에이 엘엘씨(미국

15/02(2006.01)|G10L

15/063(2013.01)|G10L

캘리포니아주 ***** 서니베일

15/06(2006.01)|G10L

15/14(2013.01)|G10L

보르도 드라이브 ****)

15/14(2006.01)|G10L

15/183(2013.01)|G10L

빌딩)

1-17

10-2017-702
3173

2016.11.23

PCT/US201 배치된 단대단 음성 인식(DEPLOYED
6/063641

END-TO-END SPEECH RECOGNITION)

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중국: OA(2020.3.3.),
OA(2020.3.12.)

15/183(2013.01)|G10L 15/197(2013.01)|G10L
15/197(2013.01)|G10L 25/18(2013.01)|G10L
25/18(2013.01)
G10L
15/16(2006.01)|G10L
15/14(2006.01)|G10L

1-18

10-2017-702
3177

2016.11.23

PCT/US201 단대단 음성 인식(END-TO-END SPEECH
6/063661

RECOGNITION)

바이두 유에스에이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주 ***** 서니베일
보르도 드라이브 ****)

15/183(2013.01)|G10L
15/197(2013.01)|G10L
15/06(2006.01)|G10L
15/02(2006.01)|G10L
25/18(2013.01)|G06N
3/04(2006.01)|G06N
3/08(2006.01)

딥스테레오: 실세계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1-19

10-2017-702
6420

2016.05.13

PCT/US201 뷰들을 예측하는 러닝(DEEPSTEREO:
6/032410

LEARNING TO PREDICT NEW VIEWS FROM
REAL WORLD IMAGERY)
앙상블-기반 연구 추천 시스템 및

1-20

10-2017-702
7662

2016.03.03

PCT/US201 방법(ENSEMBLE-BASED RESEARCH
6/020742

RECOMMENDATION SYSTEMS AND
METHODS)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2015/0635(2013.01)
G10L 15/16(2013.01)|G10L
15/14(2013.01)|G10L

15/02(2013.01)|G10L

3/084(2013.01)|G10L

9/4652(2013.01)|G06K

**** (우:*****))

9/62(2006.01)|G06T

9/6272(2013.01)|G06T

15/20(2011.01)
G16B

15/205(2013.01)

50/20(2018.01)

미국, 일본, 유럽: B
OA(2020.3.12.)

3/0445(2013.01)|G06N
2015/0635(2013.01)
G06K 9/00664(2013.01)|G06K

40/00(2019.01)|G16H

출원)
중국 OA(2020.3.3.),

25/18(2013.01)|G06N

9/4628(2013.01)|G06K

블리바드 **** (우:*****))

등록결정(일반)

25/21(2013.01)|G10L

G06K

20/00(2019.01)|G16B

한 우선권에 기초한

15/063(2013.01)|G10L

9/00(2006.01)|G06K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 제퍼슨

10-2017-7023173(동일

15/197(2013.01)|G10L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9/46(2006.01)|G06K

난토믹스, 엘엘씨(미국

☞

15/183(2013.01)|G10L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일반) 중국: OA(2020.3.12.)

G16B 20/00(2013.01)|G16B
40/00(2013.01)|G16H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록결정(일반) B

50/20(2013.01)

중국: OA(2020.4.3.)

프라운호퍼 게젤샤프트 쭈르
푀르데룽 데어 안겐반텐 포르슝
1-21

10-2017-703
0274

2015.03.20

PCT/EP201
5/056008

인공 신경망들에 대한 관련성 스코어

에. 베.(독일 ***** 뮌헨

할당(RELEVANCE SCORE ASSIGNMENT FOR

한자슈트라쎄 ** 체)|테크니쉐

ARTIFICIAL NEURAL NETWORK)

유니베르시타트 베를린(독일,
***** 베를린, 주니 ***,

G06K
9/46(2006.01)|G06K
9/62(2006.01)|G06N
3/08(2006.01)

G06K 9/4628(2013.01)|G06K
9/6247(2013.01)|G06N
3/0481(2013.01)|G06N
3/08(2013.01)|G06T

등록결정(재심
사후)

일본, 유럽, 중국: A

2207/20084(2013.01)

스트라쎄 데 **.)
1-22

10-2017-703
1190

2016.08.17

PCT/US201 통합 메모리 및 프로세서를 갖는 스마트 이미지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6/047340

센서(SMART IMAGE SENSOR HAVING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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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N 5/232(2006.01)

H04N 5/23212(2013.01)|H04N
5/23248(2013.01)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B
중국 2차OA(2020.1.6.)

INTEGRATED MEMORY AND PROCESSOR)
1-23

10-2017-703
1606

2016.07.22

PCT/US201 음성 액티비티 검출(VOICE ACTIVITY
6/043552

DETECTION)

**** (우:*****))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G10L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25/78(2013.01)|G10L
**** (우:*****))

25/30(2013.01)
G16C

G10L 25/78(2013.01)|G10L
25/30(2013.01)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10/00(2019.01)|G06N
1-24

10-2017-703
3520

2017.11.16

PCT/KR201 자궁경부암에 대한 피검체의 발병 여부를

주식회사 아이도트(서울특별시

3/08(2006.01)|G06T

거절결정(재심

국제조사보고서(KR):

7/013015

송파구...)

11/00(2006.01)|G06F

사)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

판정하는 방법()

21/60(2013.01)|G06K
9/62(2006.01)
G06T 7/0002(2013.01)|G06K
9/46(2013.01)|G06K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완전 기준 이미지 품질
1-25

10-2017-703
4859

2016.06.03

G06T

9/6215(2013.01)|G06K

7/00(2017.01)|G06K

9/66(2013.01)|G06T

PCT/US201 평가(FULL REFERENCE IMAGE QUALITY

소니 주식회사(일본국 도쿄도

9/46(2006.01)|G06K

5/002(2013.01)|G06N

6/035868

미나토쿠 코난 *-*-*)

9/62(2006.01)|G06K

3/08(2013.01)|G06T

9/66(2006.01)|G06T

2207/20081(2013.01)|G06T

5/00(2019.01)

2207/20084(2013.01)|G06T

ASSESSMENT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일반)

유럽: 신규성, 진보성
OA(2019.9.27.)
중국 ?

2207/30168(2013.01)|G06T
2207/10016(2013.01)
A61B

1-26

10-2017-703
5042

2017.06.29

PCT/US201
7/039928

의료적 이미징 기반 절차에서 타겟 해부

아벤트, 인크.(미국, 조지아

대상으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 알파레타, 윈드워드

방법()

파크웨이 ****)

90/00(2016.01)|A61B
5/055(2006.01)|A61B
6/03(2006.01)|A61B
8/00(2006.01)|G06N
3/08(2006.01)

A61B 90/361(2013.01)|A61B
5/055(2013.01)|A61B
6/032(2013.01)|A61B

(호주): B
등록결정(일반) 일본: 심사전치

8/00(2013.01)|G06N

OA(진보성, 2020.6.9.)

3/08(2013.01)
명세서 [0452]: 기계학습

1-27

10-2017-703
6283

2016.12.07

PCT/US201
6/065465

HTP 게놈 공학 플랫폼에 의한 미생물 균주
개량(MICROBIAL STRAIN IMPROVEMENT BY
A HTP GENOMIC ENGINEERING PLATFORM)

깨진 네트워크 연결들의 기계 학습 기반
1-28

10-2017-703
6578

2016.10.17

PCT/CN201 식별(MACHINE LEARNING BASED
6/102265

IDENTIFICATION OF BROKEN NETWORK
CONNECTIONS)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컨디션들의

1-29

1-30

10-2017-703
7617

10-2018-700
1948

2016.07.26

2015.06.25

PCT/US201
6/044101

지머젠 인코포레이티드(미국
***** 캘리포니아 에머리빌
스위트 *** 호턴 스트리트
****)

유형 제시
C12N

C12N 15/10(2013.01)|C12N

15/10(2017.01)|G16B

15/1093(2013.01)|G16B

30/00(2019.01)

30/00(2013.01)

미국: 성립성
FOA(2019.9.20.)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H04L 29/08(2006.01)
**** (우:*****))

충족 가능성에 대한 예측(PREDICTING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LIKELIHOODS OF CONDITIONS BEING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SATISFIED USING RECURRENT NEURAL

**** (우:*****))

G16H
50/20(2018.01)|G06N
3/04(2006.01)|G06N
3/063(2006.01)

NETWORKS)
PCT/JP201 가변 압축비 내연 기관 및 그의 학습

닛산 지도우샤

5/068292

가부시키가이샤(일본 가나가와껭 75/04(2006.01)|F02B

방법(VARIABLE COMPRESSION RATIO

등록결정(일반) 일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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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B

H04L 67/327(2013.01)|G06Y
10/52(2013.01)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B

G16H 50/20(2013.01)|G06N
3/0427(2013.01)|G06N
3/0445(2013.01)|G06N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B

3/0472(2013.01)|G06N
3/063(2013.01)
F02B 75/045(2013.01)|F02B
75/32(2013.01)|F02D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중국: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꾸 다까라쵸 75/32(2006.01)|F02D

LEARNING METHOD THEREFOR)

*반지)

15/02(2006.01)
H04N

미디어텍 인크.(중화민국

19/82(2014.01)|H04N

타이완, 신추, 신추 사이언스

19/436(2014.01)|H04N 19/86(2013.01)|H04N

파크, 더싱 * 로드, 넘버 *)

19/86(2014.01)|H04N

19/117(2013.01)|G06N

19/117(2014.01)
A61B

3/08(2013.01)

비디오 코딩에서의 신경망 기반 프로세싱의
1-31

10-2018-700
8893

2016.08.29

PCT/CN201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OF
6/097134

NEURAL NETWORK BASED PROCESSING IN
VIDEO CODING)
의료적 이미징 기반 절차에서 타겟 해부
대상으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1-32

10-2018-701
2260

2017.06.29

PCT/US201 방법(SYSTEM AND METHOD FOR
7/039928

NAVIGATION TO A TARGET ANATOMICAL
OBJECT IN MEDICAL IMAGING-BASED

1-33

10-2018-701
4633

2016.10.27

PCT/EP201
6/025131

아벤트, 인크.(미국, 조지아
*****, 알파레타, 윈드워드
파크웨이 ****)

15/02(2013.01)
H04N 19/82(2013.01)|H04N
19/436(2013.01)|H04N

등록결정(일반) 유럽: B

90/00(2016.01)|A61B
5/055(2006.01)|A61B

등록결정(일반)

6/03(2006.01)|A61B

☞ 10-2017-7035042
(호주): B

8/00(2006.01)|G06N

PROCEDURES)
도료의 텍스쳐 파라미터의 확인 방법(METHOD 바스프 코팅스 게엠베하(독일

3/08(2006.01)
G01J

G01J 3/46(2013.01)|G06N

FOR ASCERTAINING TEXTURE PARAMETERS 데-***** 뮌스터

3/46(2006.01)|G06N

3/02(2013.01)|G01N

OF A PAINT)
학습 시스템, 학습 장치, 학습 방법, 학습

3/02(2019.01)

2201/1296(2013.01)

글라수리트스트라쎄 *)

등록결정(2019.5.15.)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일반) 중국: 2ndOA(2020.7.2)

프로그램, 교사 데이터 작성 장치, 교사 데이터
작성 방법, 교사 데이터 작성 프로그램, 단말
장치 및 임계치 변경 장치(LEARNING SYSTEM,
1-34

10-2018-701
5260

2016.10.14

PCT/JP201
6/080558

LEARNING DEVICE, LEARNING METHOD,

가부시키가이샤 모르포(일본

LEARNING PROGRAM, TEACHER DATA

도쿄도 치요다쿠 니시칸다

CREATION DEVICE, TEACHER DATA

*쵸메 *반 *고)

CREATION METHOD, TEACHER DATA

G06N
3/08(2006.01)|G06N
20/00(2019.01)|G06K
9/62(2006.01)

G06N 3/084(2013.01)|G06N
20/00(2013.01)|G06K
9/6257(2013.01)|G06K

등록결정(일반) 일본: B

9/6259(2013.01)|G06K
9/6262(2013.01)

CREATION PROGRAM, TERMINAL DEVICE,
AND THRESHOLD VALUE CHANGING
DEVICE)

1-35

10-2018-701
7016

2015.11.16

PCT/CN201
5/094722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G06F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 및 장치(MODEL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8/10(2018.01)|G06F

PARAMETER FUSION METHOD AND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15/16(2018.01)|G06F

APPARATUS)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17/50(2006.01)|G06N

빌딩)

20/00(2019.01)
G01R
29/08(2006.01)|G01R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전자기 간섭 신호의
1-36

10-2018-701
7888

2016.11.21

PCT/KR201 처리(PROCESSING ELECTROMAGNETIC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6/013408

영통구...)

INTERFERENCE SIGNAL USING MACHINE

31/00(2006.01)|G06F
3/01(2006.01)|G06F
3/046(2006.01)|G06K

LEARNING)

9/00(2006.01)|G06N
20/00(2019.01)

정보 처리 장치, 시계열 데이터의 정보 처리
1-37

10-2018-702
2112

2017.06.09

G06F 8/10(2013.01)|G06F
15/16(2013.01)|G06F
17/50(2013.01)|G06N

중국:
등록결정(일반)

20/00(2013.01)

미국, 일본, 유럽, (호주):

31/002(2013.01)|G06F
3/046(2013.01)|G06K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
다수(2018.6.5.최종)

9/00885(2013.01)|G06N

OA(2020.6.9.)

20/00(2013.01)

파나소닉 아이피 매니지먼트

G06N

G06N 3/08(2013.01)|G06N

PCT/JP201 방법, 및 프로그램(INFORMATION

가부시키가이샤(일본 오사카후

3/08(2006.01)|G06N

3/049(2013.01)|G06F

취하(심사미청

7/021407

PROCESSING DEVICE, INFORMATION

오사카시 쥬오쿠 시로미

3/04(2006.01)|G06F

40/216(2013.01)|G06F

구)

PROCESSING METHOD OF TIME SERIES

*-*-**)

40/20(2020.01)|G06F

40/44(2013.01)|G0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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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재불비, 진보성
FOA(2020.4.30.)

G01R 29/08(2013.01)|G01R
3/011(2013.01)|G06F

등록결정(2019.7.11.)

유럽: 신규성 거절

DATA, AND PROGRAM)

40/40(2020.01)

40/47(2013.01)|G06F
40/58(2013.01)
미국:

분류기 모델과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사용한
원격 미디어 분류 쿼리에 대한
1-38

10-2018-702
2348

2016.12.28

PCT/US201 응답(RESPONDING TO REMOTE MEDIA
6/068898

CLASSIFICATION QUERIES USING
CLASSIFIER MODELS AND CONTEXT
PARAMETERS)

산업 오브젝트들의 멀티-핸드 파지들을 위한
1-39

10-2018-702
4532

2017.01.24

PCT/US201
7/014713

핸드 포지션들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 TO PREDICT
HAND POSITIONS FOR MULTI-HAND
GRASPS OF INDUSTRIAL OBJECTS)

그레이스노트,
인코포레이티드(미국,

G06F

16/683(2013.01)|G06F

캘리포니아 *****, 에머리빌,

16/00(2019.01)|G06N

16/783(2013.01)|G06N

슈트 ****, 포웰 스트리트

3/02(2019.01)

3/02(2013.01)|G06Y

****)

1-40

7695

2017.03.02

PCT/US201
7/020455

10-2018-702
8530

2016.12.13

PCT/US201
6/066393

등록결정(2020.6.2.)

사후)

유럽:
신규성, 진보성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인크.(미합중국 텍사스
(우편번호 *****) 플라노
그래니트 파크웨이 **** 스위트
***)

거절이유통지(2020.4.2.)
중국: 자료없음
미국:

G06F

G06F 30/00(2013.01)|G06N

30/00(2020.01)|G06N

7/005(2013.01)|G06T

7/00(2006.01)|G06T

7/00(2013.01)|G06K

7/00(2017.01)|G06K

9/00201(2013.01)|G06Y

거절이유통지(2019.7.9.)

9/00(2006.01)

10/50(2013.01)

보정서답변서(2019.11.5.

거절이유통지(2020.6.25.
)
등록결정(일반) 유럽:

)

로봇 파지를 위한 심층 기계 학습 방법 및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장치(DEEP MACHINE LEARNING METHODS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AND APPARATUS FOR ROBOTIC GRASPING) **** (우:*****))

13/02(2006.01)|B25J
9/16(2006.01)|G05B
19/18(2006.01)|G06N
3/04(2006.01)|G06N
3/08(2006.01)

1-41

일본:
등록결정(재심

10/5886(2013.01)

G05B
10-2018-702

등록결정(2020.5.7.)

G06F 16/43(2013.01)|G06F

미국, 일본: B

9/163(2013.01)|B25J

유럽:

9/1612(2013.01)|B25J
9/1697(2013.01)|G05B
19/18(2013.01)|G06N
3/0454(2013.01)|G06N

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2020.2.26.)
중국:
등록결정(2020.4.2.)

3/084(2013.01)
G05B 13/027(2013.01)|B25J

※10-2018-7027695

G05B

9/1612(2013.01)|B25J

미국, 일본: B

13/02(2006.01)|B25J

9/1664(2013.01)|B25J

유럽:

9/1697(2013.01)|B25J

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2020.2.26.)

3/04(2006.01)|G06N

9/161(2013.01)|G06N

중국:

3/08(2006.01)

3/0454(2013.01)|G06N

등록결정(2020.4.2.)

로봇 파지용 심층 기계 학습 방법 및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장치(DEEP MACHINE LEARNING METHODS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9/16(2006.01)|G06N

AND APPARATUS FOR ROBOTIC GRASPING) **** (우:*****))

G05B 13/027(2013.01)|B25J

3/084(2013.01)
오브젝트(들)를 캡처하는 이미지(들)에 기초하는
그리고 환경에서의 미래 로봇 움직임에 대한

B25J 9/1697(2013.01)|B25J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로봇 환경에서의
오브젝트(들)의 모션(들)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머신 학습 방법들 및 장치(MACHINE
1-42

10-2018-703
5430

2017.05.16

PCT/US201 LEARNING METHODS AND APPARATUS
7/032865

RELATED TO PREDICTING MOTION(S) OF
OBJECT(S) IN A ROBOT'S ENVIRONMENT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B25J

9/1656(2013.01)|B25J

9/16(2006.01)|G05B

9/161(2013.01)|G05B

13/02(2006.01)|G06K

13/027(2013.01)|G06K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9/00(2006.01)|G06N

9/00(2013.01)|G06N

**** (우:*****))

3/00(2019.01)|G06N

3/008(2013.01)|G06N

3/04(2006.01)|G06N

3/0454(2013.01)|G06N

3/08(2006.01)

3/084(2013.01)|G05B

BASED ON IMAGE(S) CAPTURING THE
OBJECT(S) AND BASED ON PARAMETER(S)

2219/39289(2013.01)

FOR FUTURE ROBOT MOVEMENT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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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재불비
거절(2019.12.9.)
등록결정(일반) 유럽: B

G10L 17/24(2013.01)|G10L

1-43

10-2018-703
8236

2017.05.31

PCT/US201 음성 인증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7/035318

METHOD FOR VOICE AUTHENTICATION)

온보컬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매사추세츠 *****, 댄버스, ***
뉴버리 스트리트)

G10L

17/06(2013.01)|G10L

17/24(2013.01)|G10L

15/30(2013.01)|G10L

17/06(2013.01)|G10L

15/22(2013.01)|H04L

15/30(2013.01)|G10L

63/0815(2013.01)|H04L

거절결정(일반) 유럽: 신규성,진보성

15/22(2006.01)|H04L

63/0861(2013.01)|H04L

진보성 거절

조사견해서(2020.1.8.)

29/06(2006.01)|G06F

63/0884(2013.01)|G06F

3/16(2018.01)|G06N

3/167(2013.01)|G06N

3/00(2019.01)

3/006(2013.01)|G10L

20/00(2019.01)|G16B

취하(등록결정

10-2017-7027662의

40/00(2019.01)|G16H

전 취하서제출) 분할출원

미국: B

2015/223(2013.01)

1-44

10-2019-701
1738

2016.03.03

PCT/US201
6/020742

앙상블-기반 연구 추천 시스템 및

난토믹스, 엘엘씨(미국

방법(Ensemble-based Research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 제퍼슨

Recommendation Systems and Methods)

블리바드 **** (우:*****))

G16B

50/20(2018.01)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일본국 도쿄도
1-45

10-2019-701
2711

2016.12.26

PCT/JP201 복구 지원 시스템(RECOVERY SUPPORT
6/088632

SYSTEM)

지요다쿠 마루노우치 *쵸메 *반
*고)|미쓰비시 덴키 빌딩 테크노
서비스 가부시키 가이샤(일본국
도쿄도 치요다쿠 유라쿠쵸

B66B
5/00(2006.01)|G06Q
10/00(2006.01)|G06N
20/00(2019.01)

B66B 5/0037(2013.01)|G06Q
10/20(2013.01)|G08B
21/187(2013.01)|G06N

등록결정(일반) 일본: B

20/00(2013.01)|G06Q
50/10D0(2013.01)

*쵸메 *반 *고)
물품 물류 시스템 및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1-46

10-2019-701
9511

2017.05.23

PCT/IB2017 박스 이동 컨테이너(A SYSTEM FOR ITEM
/053020

LOGISTICS AND A MOBILE CONTAINER OF
BOXES USED IN THIS SYSTEM)

1-47

10-2019-702
2651

2017.02.09

PCT/JP201
7/004732

위치 제어 장치 및 위치 제어 방법(POSITION
CONTROL DEVICE AND POSITION CONTROL
METHOD)

에이비 아우가 그룹(리투아니아
빌니우스 ***** 쿠아드럼 노스

B65G 67/02(2006.01)

콘스티튜사이조스 피알. **C)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일본국 도쿄도
지요다쿠 마루노우치 *쵸메 *반
*고)

G05D
3/12(2006.01)|B25J
13/08(2006.01)

B65G 67/02(2013.01)|B65G

취하(심사미청

유럽: 신규성, 진보성

2201/0235(2013.01)

구)

거절 ISA 견해서

G05D 3/12(2013.01)|B25J
13/08(2013.01)|G06N
3/0454(2013.01)|H04N

등록결정(일반) 일본, (대만): B

7/18(2013.01)
☞10-2016-7034098의

1-48

10-2019-702
2969

2015.05.15

PCT/DE201
5/200313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게엠베하(독일, ***** 칼스뤼,

PROGRAMMING A ROBOT)

알버트 네스틀러 스트라세 **)

국제분할출원
B25J 9/16(2006.01)

1-49

10-2019-703
2042

2018.03.29

PCT/US201 종단 간 텍스트 대 스피치 변환(END-TO-END
8/025101

TEXT-TO-SPEECH CONVERSION)

15/16(2006.01)|G10L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13/04(2006.01)|G06N
**** (우:*****))

3/04(2006.01)|G06N
3/08(2006.01)

1-50

10-2020-700
0003

2017.07.12

PCT/JP201
7/025412

G10L 15/16(2013.01)|G10L
13/04(2013.01)|G06N

등록결정(일반,

3/0454(2013.01)|G06N

2020.4.21.)

3/084(2013.01)

엘리베이터 운행 관리 장치, 엘리베이터 운행

미쓰비시덴키

B66B

B66B 1/2408(2013.01)|B66B

관리 방법 및 기억 매체에 저장된 엘리베이터

가부시키가이샤(일본국 도쿄도

1/24(2006.01)|B66B

3/02(2013.01)|B66B

운행 관리 프로그램(ELEVATOR OPERATION

지요다쿠 마루노우치 *쵸메 *반 3/02(2006.01)|B66B

9/10(2013.01)|G0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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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 B
중국:
등록결정(2020.4.26.)

G10L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등록결정(일반)

미국, (호주): B
중국: 성립성, 기재불비
OA(2020.5.11.)

등록결정(일반) 일본: B

MANAGEMENT DEVICE, ELEVATOR
OPERATION MANAGEMENT METHOD, AND
ELEVATOR OPERATION MANAGEMENT

20/00(2013.01)|B66B
*고)

9/10(2006.01)|G06N

2201/211(2013.01)|B66B

20/00(2019.01)

2201/402(2013.01)|B66B

PROGRAM)

2201/4653(2013.01)
G06T 7/246(2013.01)|G06T
5/40(2013.01)|G06T

딥러닝 네트워크 및 평균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주하이 다 헝친 테크놀러지
1-51

10-2020-700
0066

2018.12.11

PCT/CN201
8/120294

선박 자동추적 방법 및 시스템(DEEP

디벨롭먼트 컴퍼니

LEARNING NETWORK AND AVERAGE

리미티드(중국 ****** 광둥

DRIFT-BASED AUTOMATIC VESSEL

주하이 헝친 뉴 디스트릭트

TRACKING METHOD AND SYSTEM)

하이허 스트리트 넘버 **)

G06T

5/002(2013.01)|G06T

7/246(2017.01)|G06T

7/90(2013.01)|G06N

5/40(2006.01)|G06T

3/084(2013.01)|G06T

5/00(2019.01)|G06T

2207/10016(2013.01)|G06T

7/90(2017.01)|G06N

2207/20032(2013.01)|G06T

3/08(2006.01)

2207/20081(2013.01)|G06T

미국: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18.6.4.)

2207/20084(2013.01)|G06T
2207/30232(2013.01)

▶ KIPRIS의 ‘해외특허’ 검색 항목에서 검색된 사례(IP5중 4-5개국, 한국 포함 4개국)
#

국제출원
번호

미국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

CPC

문헌
분류

2-1

FI2015050194

Navigated transcranial magnetic
2015.03.23 stimulation planning using a
structural effectiveness index

Nexstim Oy

A61N2/00,A61N1/02,A61 A61N2/006,A61N1/02,A61
N2/02
N2/02

2-2

US2015025131

AUTHENTICATING PHYSICAL
USING MACHINE
2015.04.09 OBJECTS
LEARNING FROM MICROSCOPIC
VARIATIONS

ENTRUPY INC.

G06N99/00,G06N3/08

2-3

EP2015060998

Radiation curable aqueous
2015.05.19 compositions with controlled
polymer flow

Allnex Belgium S.A.

C08G18/73,C09D175/00, C09D175/16,C08G18/0823
C09D175/16,C08G18/67, ,C08G18/227,C08G18/673 B2
C08G18/81,C08G18/08, ,C08G18/73,C08G18/8175
C08G18/22

2-4

detection with neural
CN2015085386 2015.07.29 Object
network

Nokia Technologies Oy

G06K9/00,G06K9/46,G06 G06K9/4628,G06K9/3233,
K9/62,G06K9/32,G06N3/ G06K9/6268,G06K9/6273,
04
G06N3/0454

B2

2-5

US2015048592

GLASS ARTICLES AND METHODS
2015.09.04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GLASS ARTICLES

CORNING
INCORPORATED,CORNI
NG INCORPORATED

C03C15/00,B65D1/02

C03C15/00,B65D1/0207

A1

2-6

EP2015074860

homo- or copolymer
2015.10.27 Polyethylene
having improved wear properties

SABIC GLOBAL
TECHNOLOGIES B.V.

C08F10/02,C08F110/02

C08F10/02,C08F110/02

B2

2-7

EP2015076685

2015.11.16 Method and system for purely
geometric machine learning based

Siemens Healthcare
GmbH

A61B6/00,G06T7/00,G06 A61B6/5217,G06F19/00,G B2
K9/52,G06K9/62,A61B5/ 06K9/52,G06K9/6201,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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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G06N20/00,G06N99/005,G
06N3/0454,G06N3/08,G06 A1
N3/084

비고

00,A61B5/026,A61B8/06,
A61B8/08,G06T7/11,A61
B6/03,G16H50/50,G16H
50/20,G16H30/20,G16H3
0/40,G16H20/00,A61B5/
02,A61B8/00,G06F19/00

fractional flow reserve

2-8

IB2015058995

Systems and methods for
2015.11.20 translation of medical imaging
using machine learning

2-9

US2016020742

Ensemble-Based Research
2016.03.03 Recommendation Systems And
Methods

2-10

KR2016005807

2016.06.01

METHOD FOR OPE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 DISPLA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 DISPLAY
AUTONOMICALLY 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DEVICE TO
ALLEVIATE PAIN OF PATIENT AND
METHOD OF CONTROLLING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DEVICE
Cell abnormality diagnosis system
using DNN learning, and diagnosis
management method of the same
METHOD AND DEVICE FOR
PROVIDING NOTES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RRELATION CALCULATION

2-11

KR2016007668

2016.07.14

2-12

KR2016011331

2016.10.11

2-13

KR2016012474

2016.11.01

US2015033480

CLOUD SERVICE SUPPLEMENTING
2015.06.01 EMBEDD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NGINE

2-14

K9/627,G06K9/6262,G06T
7/0012,G06T7/11,G16H20/
00,G16H30/20,G16H30/40
,A61B5/026,G16H50/20,G
16H50/50,H05K999/99,A6
1B5/02007,A61B5/02028,A
61B5/0263,A61B5/743,A61
B6/469,A61B8/469,A61B2
576/00,A61B5/7267,G06F1
9/321,G06T2200/04,G06T
2207/10072,G06T2207/10
076,G06T2207/20081,G06
T2207/30101,G06T2207/3
0104,A61B6/032,A61B6/50
4,A61B6/507,A61B8/06,A6
1B8/065,A61B8/5223

KONINKLIJKE PHILIPS
G06T11/006,G06T5/007,G
N.V.,CASE WESTERN
RESERVE
A61B1/00,G06T11/00,G0 06T2207/10081,G06T2207
/10088,G06T2207/10104,G B2
UNIVERSITY,UNIVERSIT 6T5/00,A61B5/00
06T2207/20081,G06T2207
Y HOSPITALS MEDICAL
/20221
GROUP, INC.
G16B40/00,G06F19/24,G1
G06F19/24,G06F19/00,G 6B20/00,G06F19/18,G16H A1
Nantomics, LLC
06F19/18
40/20,G06F19/345,G16H5
0/20
G06F3/01,G06F3/147,G0
6K9/00,G10L25/63,G10L
17/22,G10L17/00,G06N2
0/00

G06F3/012,G06F3/147,G0
6K9/00315,G06N20/00,G1 A1
0L17/22,G10L17/005,G10L
25/63

LMECA CO., LTD.

G16H20/40,A61M1/00

G16H20/40,A61M1/0031,A
61M1/008,A61M2205/3375
,A61M25/007,A61M2230/2 A1
05,A61M2210/1039,A61M2
205/3334,A61M2230/04

Wook-Bin Im

G16H50/20,G06N3/08,G G16H50/20,G06K9/00147,
06K9/00,G16H40/20,G06 G06N3/08,G06N3/10,G06T B2
N3/10,G06T7/00
7/0012,G16H40/20

Seon Pil KIM

FASOO.COM CO., LTD. G06F17/27,G06F17/30

THOMSON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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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F17/2765,G06N99/005
,G06F17/2735,G06F17/30 A1
731

G06F17/2785,H04L41/16,
G06F17/27,G06N5/02,G0 H04L67/28,G06F9/4421,G
6F9/44,H04L12/66,H04L 06F9/448,G06F9/451,G06 A1
12/24
F17/2705,G06N5/02,H04L
12/66,H04L41/0803,H04L4

1/0813

2-15

LABELLING OF
GB2016053071 2016.10.03 SEMI-AUTOMATIC
DATASETS

Alexandre
DALYAC,Razvan
RANCA,Robert
HOGAN,Nathaniel John
MCALEESE-PARK,Ken
CHATFIELD

G06K9/32,G06N99/00,G
06K9/62,G06N5/04,G06N
7/08

Google LLC

G06F16/9566,G06F11/305
5,G06F11/3058,G06F11/3
H03K5/19,H04L29/14,G0 065,G06F11/3089,G06F11
6F16/955,H04L29/08,H0 /34,G06F11/3438,G06F11/
3452,H04L67/02,G06F16/9 B2
4L12/24,G06N20/00,G06 558,G06N20/00,H04L41/1
F11/34,G06F11/30
6,H04L67/22,H04L67/36,H
04L67/327,H04L69/329,G0
6F11/30,G06F11/3051

G06K9/3241,G06N99/005,
G06K9/6259,G06K2209/23 A1
,G06N5/046,G06N7/08,G0
6K9/6218

2-16

Machine learning system and
CN2016102265 2016.10.17 method of classifying an
application link as broken or
working

2-17

US2016064028

AUTOMATED CARDIAC VOLUME
2016.11.29 SEGMENTATION

ARTERYS INC.

G01R33/56,G06T7/11,G0 G01R33/5608,G06T7/11,G
01R33/561,G01R33/56308, A1
6N3/02,G01R33/563
G06N3/02

2-18

US2016023929

METHOD AND SYSTEM FOR
BRAIN TUMOR
2016.03.24 AUTOMATED
DIAGNOSIS USING IMAGE
CLASSIFICATION

Siemens
Aktiengesellschaft,Siem
ens Aktiengesellschaft

G06K9/00,G06K9/62,G06 G06K9/00147,A61B1/0000
9,A61B5/4255,G06K9/625 A1
T7/00
5,G06T7/0012

2-19

EP2017053678

ELECTRONIC NEURAL
2017.02.17 ANALOGUE
NETWORK

UNIVERSIT&#xc4;T
Z&#xdc;RICH,UNIVERSI G06N3/063,G06N3/08,G
T&#xc4;T Z&#xdc;RICH 06N3/04

2-20

US2017023047

GENERATING DEPENDENCY
2017.03.17 PARSES OF TEXT SEGMENTS
USING NEURAL NETWORKS

GOGLE LLC

G06N3/0635,G06N3/04,G0 A1
6N3/08

G06F17/27,G06N3/04,G0 G06F17/2705,G06F17/277 A1
6N3/08
,G06N3/084,G06N3/04

▶ 국내 G06Q분류 중, PCT 출원되어 한국 진입하여 심사 완료15)된 사례 추가

#

출원번호 출원일자

국제출원
번호

발명의 명칭

3-1 10201770 20151113 PCT/US2 유사 물품 검출

출원인
이베이 인크.

IPC
G06Q30/06

CPC
G06Q30/0629 G06K9/52

15) 최종처분이 ‘공개’로 되어 있는 건을 제외하고, 최종처분이 ‘등록’ 혹은 ‘거절’로 되어 있는 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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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
상태
거절

비고
CN107408264A EP03241167A1 EP3241167A1

18125

G06K9/52
G06K9/62
G06Q30/02
G06T7/60
G06T7/90
G06T11/60
G06F16/00
G06K9/46

015/0607
12

PCT/US2 중단된 작업들을
3-2 10201770 20160216 016/0180 완료하도록 하기
26921
위한 선택적
79
미리알림들
PCT/CN2 서비스 시나리오
3-3 10201770 20160421 016/0798 매칭 방법 및
33969
11
시스템

G06K9/6215
G06Q30/0276 G06T7/60
G06T7/90 G06T11/60
G06F16/5838
G06K9/4642
G06K9/4652
G06K9/4661

KR1020170092631A KR20170092631A
US20160189003A1 US20160314376A1
US2016189003A1 US2016314376A1
US09454713B2 US09767382B2
WO2016109034A1

구글 엘엘씨

G06Q10/10
G06F9/46
G06N99/00

G06Q10/10 G06F9/461
G06Q10/06316

등록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

G06Q30/02
G06F16/00
G06Q50/10B0
G06Q30/06

G06Q30/02 G06F16/957
G06Q50/10B0
G06Q30/0601

등록

글로벌적으로
검색된 데이터를
PCT/US2 기반으로 한 글로벌 더 던 앤드
10201870
3-4 10357
20161014 016/0571 비즈니스 랭킹의
브래드스트리트 G06Q30/02
G06Q10/06
85
실시간 생성을 위한 코포레이션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G06Q30/0201
G06Q10/067

등록

G06Q50/20
A63F13/85
A63F9/24
G09B9/00
G09B19/00
G06N3/00

G06Q50/20 A63F13/85
A63F9/24 G09B9/00
G09B19/0053
G06N3/006

등록

다수의 이미지
일치성을 바탕으로
PCT/CN2
보험클레임 사기
핑안 테크놀로지 G06Q40/08
3-6 10201870
20170116
017/0713
방지를
실현하는
(션젼) 컴퍼니
G06Q10/10
19505
18
방법, 시스템, 기기 리미티드
G06T7/00
및 판독 가능
저장매체

G06Q40/08 G06Q10/10
G06T7/0004

등록

G06F16/9574
G06F3/0481 G06N20/00
G06Q50/01
H04L63/0892
H04L63/102
H04L67/142 H04L67/22
H04L67/2842
H04L67/289
H04L67/306

등록

기반의
PCT/US2 임무
게임-실행형 사이버 서케이든스
3-5 10201870
20160923
016/0534
11555
교육 시스템 및
코퍼레이션
30
방법

PCT/US2
3-7 10201870
20161201
016/0643
지연 감소
24401
69

구글 엘엘씨

G06F16/00
G06F3/0481
H04L29/06
H04L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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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07257983A DE112016000860T5
EP03262577A1 EP3262577A1 GB2550524A
GB201712664D0 JP2018511118A
JP30511118A KR20170119715A
KR1019842520000B1 US20160247110A1
US2016247110A1 WO2016137781A1
CN106202088A EP03293688A1 EP3293688A1
EP3293688A4 JP2018514876A JP30514876A
KR20180004749A KR1021251200000B1
SG11201708717RA US20180053206A1
US2018053206A1 WO2016177278A1
CN108140051A JP2018534674A JP30534674A
KR20180059468A KR1021212940000B1
US20170109761A1 US2017109761A1
WO2017066674A1
AU2016327973A1 AU2019268206A1
AU2016327973B2 BR112018006011A2
CA2999487A1 EP03352868A1 EP3352868A1
EP3352868A4 JP2018535802A JP30535802A
KR20180056756A KR1021135870000B1
US2017140660A1 US2019005839A1
US10056005B2 US10515564B2
WO2017053789A1
AU2017209231A1 AU2017209231B2
CN105719188A CN105719188B EP03407229A1
EP3407229A1 EP3407229A4 JP2018537772A
JP30537772A JP6452186B2 KR20180104609A
KR1021380820000B1 SG11201800342XA
US20180182039A1 US2018182039A1
US10410292B2 WO2017124990A1
AU2016389047A1 AU2019203985A1
AU2016389047B2 CN107231816A
EP03408757A1 EP3408757A1 EP3408757B1
JP2019509546A JP2020038675A JP31509546A
JP6595116B2 KR20180108706A
KR1021203700000B1 US20170214674A1
US2017214674A1 US2017214676A1
US2017214764A1 US2018343264A1
US09838399B2 US10075449B2
WO2017131857A1

G06F16/00
G06N99/00
G06Q30/02
H04L29/08
H04L29/06

G06F16/435 G06F16/22
G06N20/00
G06Q30/0261
H04L67/06 H04L67/42

등록

재산 지원
PCT/JP20 지적
시스템, 지적 재산 골드아이피
3-9 10201870
20160901
16/07571
34629
지원 방법 및 지적 인크.
1
재산 지원 프로그램

G06Q50/18
G06Q50/30D0
G06Q10/10

G06Q50/184
G06Q50/30D0
G06Q10/109

등록

PCT/US2 비공개 상태와 공개
10201970
3-10 26070
20171031 017/0594 상태 사이의 전환
구글 엘엘씨
00

H04L12/58
G06Q10/10
H04L29/08

H04L51/16 G06Q10/107
H04L51/04 H04L51/063
H04L51/32 H04L67/22

등록

PCT/US2 모델을 이용한
3-8 10201870
20161216
016/0671
콘텐츠 분포의
27903
89
최적화

구글 엘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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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09074359A EP03446235A1 EP3446235A1
JP2019523916A JP31523916A
KR1020180117163A KR20180117163A
US20170364822A1 US2017364822A1
WO2017218041A1
CN109313789A EP03460743A1 EP3460743A1
EP3460743A4 JPWO2018042604A1
JP06185209B1 JP6185209B1 KR20180134421A
KR1020162770000B1 US20190180396A1
US2019180396A1 WO2018042604A1
CN108460285A DE102017125200A1
DE202017106516U1 EP03568818A1
EP3568818A1 GB2559830A GB201717537D0
JP2020507867A JP32507867A
KR1020200074269A KR20190108171A
KR1021259900000B1 US20180241703A1
US2018241703A1 US10439966B2
WO2018151776A1

1. 10-2016-7028651(2015.3.18.) (#1-5)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기타
청구항:

10-2016-7028651

2015.03.18

PCT/US2015/021240

가소성 시냅스 관리(PLASTIC SYNAPSE MANAGEMENT)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
G06N 3/04(2006.01)|G06N 3/08(2006.01)

G06N 3/04(2013.01)|G06N 3/08(2013.01)

인공 뉴럴 네트워크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인공 뉴럴 네트워
크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인공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정의된 가소성 시냅스 타입들의 수가 하드웨어 제한보다 더 큰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정의된 가소성 시냅스 타입들의 수가 상기 하드웨어 제한보다 더 클 때, 활성 가소성 시냅스
타입들의 수가 상기 하드웨어 제한 이하이도록, 시냅스들의 제 1 세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
로 지정될 때 상기 시냅스들의 제 1 세트를 가소성 시냅스 타입으로부터 고정 시냅스 타입으
로의 변환, 시냅스들의 제 2 세트가 사용된 것으로 지정될 때 상기 시냅스들의 제 2 세트를
상기 고정 시냅스 타입으로부터 상기 가소성 시냅스 타입으로의 변환,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환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공 뉴럴 네트워크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관
리하기 위한 방법.
8~17항: ... 관리하기 위한 장치
18~20항: ...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한국

출원경과: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B

기타

유럽: 거절결정(2020.6.12.)
중국: 등록결정(2017.11.10)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인공신경망의 시냅스의 가소성(plastic)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소성 시냅
스 타입의 수가 하드웨어 제한보다 큰 경우에, 시냅스의 타입(가소성, 고정)을 서로 변환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록결정

Ÿ

유럽: 거절결정(기재불비, 진보성)
청구항(2017.5.9.자 보정) = 한국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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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발명:

- 거절이유(2019.4.15.): 청구항 1은 ‘인용발명 D1’에 비하여, 가소성 시냅스의 수가 하
드웨어 한계보다 작은지를 결정하고, 가소성 시냅스의 수를 하드웨어 한계보다 작게 설
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D1에 시냅스의 타입과 그 연결부를 온/오프 스위치하는 것
이 개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미사용/사용”의 고정의 시냅스를 도입하는 것은 자
명한(straightforward) 것임 → 진보성 거절이유
- 청구항 1(2019.8.1.자 보정)

- 거절이유(2020.2.28.):
①“시냅스 타입의 전환이, 학습되거나 학습되지 않는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단
계” 중에서, 오브젝트가 기술적인 용어로 청구항 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이 불명
확함(EPC 84조)
②종전 거절이유와 마찬가지로, D1을 들고, 가소성 아닌 고정형 시냅스를 도입하여 당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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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straightforward) 것임

- 거절결정(Decision to refuse, 2020.6.12.)
☞ 유럽 특허청에서 사용된 인용문헌 D1은 한국 특허청에서도 선행기술조사문헌으로 언급되고 있음에
도,16) 동일한 청구항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았음에도, EPO에서는 진보성이 부정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됨.

2. 10-2016-7034098(2015.5.15.) (#1-9)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기타
청구항:

10-2016-7034098

PCT/DE2015/200313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ROGRAMMING A ROBOT)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게엠베하(독일, ***** 칼스뤼, 알버트 네스틀러 스트라세 **)
B25J 9/16(2006.01)

B25J 9/1658(2013.01)|G05B 2219/40517(2013.01)

로봇, 특히, 로봇 암을 가지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로봇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이동은, 바람직하게, 미리 정의된 운동 템플릿을 가지는(motion
template)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되고,
상기 운동 템플릿은 복수의 운동 템플릿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되며,
상기 운동 템플릿은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화 할 수 있는 실행 모듈 및 적어도 하나의 학습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실행 모듈은, 상기 로봇의 이동 또는 상기 로봇의 부분적인 이동의 계획, 및/또
는 상기 로봇의 이동 또는 상기 로봇의 부분적인 이동의 실행에 이용되며,
초기화 과정에서, 특히, 티칭 과정(teaching process)의 형태로, 상기 학습 모듈은 상기 로봇의 하
나 이상의 구성을 기록하고,
바람직하게, 기계 학습 방법을 이용하는 상기 기록된 구성들에 기초하여, 상기 학습 모듈은 상기
실행 모듈(들)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
한 방법.
15항: ... 시스템
16항: 기계 판독기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로봇
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하거나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한국

출원경과:

2015.05.15

기타

거절결정(재심사), 진보성
한국: 10-2019-7022969로 국제분할출원후 등록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로봇암을 가지는 로봇의 이동을 프로그램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
는 것에 특징이 있고, 기계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미리 정의된 운동 템플릿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거절이유 통지(진보성, 기재불비)
①1~16항에 대하여,

인용발명 1(국제공개공보 WO2013/192490(2013.12.27.)) 및 인용발명

2(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137357호(2010.06.24.))를 들어 진보성 거절
②제16항의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특허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구항의
16)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10-1825937호 표지(“(56) 선행기술조사문헌 Wijekoon J.H.B., et al.,
"Heterogeneous Neurons and Plastic Synapses in a Reconfigurable Cortical Neural Network IC",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2012.5. US20140074761 A1 US20130226851 A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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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의미하는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를 의미하는지 의미가 불명확
→ 청구항 한정 보정, 제16항을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로 보정(2019.6.11.) → (재심사) 거절결정(진보성, 2019.7.3.)
※ 분할출원(10-2019-7022969 #48, 2019.8.5.) → (청구범위 보정 없음) 의견서 제출
(2020.2.18.)

(이하 생략)
→ 등록결정(2020.5.29.)

Ÿ

미국: 등록결정(2019.2.27.)

Ÿ

일본: 등록결정(2019.8.13.)

Ÿ

유럽: 등록결정(2016.9.15.) → 이의신청(2017.7.12.) → 특허정정 및 특허유지 심결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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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2 ~ claim 10: method
claim 11: system for programming a robot
claim 12: Computer prormamme product ...

Ÿ

중국: 등록결정(2020.4.26.)

☞ 주요국에서 진보성을 인정하여 모두 등록결정된 점에서 공통됨.
한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허용되어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형식의 청구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

고 있는 점에서 주목됨.

3. 10-2016-7035926(2015.6.18.) (#1-1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10-2016-7035926

2015.06.18

PCT/US2015/036432

비허가 스펙트럼에서의 로드-기반 장비에 대한 동적 대역폭 관리(DYNAMIC BANDWIDTH MANAGEMENT FOR LOAD-BASED
EQUIPMENT IN UNLICENSED SPECTRUM)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
H04W 72/08(2009.01)|H04W

H04W 72/082(2013.01)|H04W 72/085(2013.01)|H04W

16/14(2009.01)|H04W 74/08(2019.01)

16/14(2013.01)|H04W 74/0808(2013.01)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서의 동적 대역폭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무선 수신기에 의해, 송신을 위한 데이터의 존재에 기초하여 복수의 채널들의 클리어 채널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송신을 개시하기 전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비허가 스펙트럼에서 상기 복
수의 채널들을 감시함으로써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무선 수신기를 통해, 상기 복수의 채널들의 적어도 제 1 채널이 상기 송신을 위해 이용 가능
하다고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채널들의 적어도 상기 제 1 채
널이 이용 가능할 때, 적어도 상기 제 1 채널을 사용한 상기 송신을 시작하기 전에 상기 복수
의 채널들의 추가적인 채널이 상기 송신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되기를 기다릴지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
상기 무선 수신기에 의해, 상기 추가적인 채널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 1 채널과 상기 추가적인 채널 상에서 상기 송신을 위한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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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는, 채널 상태들의 세트에 대해서, 상기 송신 다음의 송신
기회 동안에 어떠한 추가적인 채널도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들을 나타내는 확률들
의 대응하는 세트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어떠한 추가적인 채널도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을 상기 확률을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트레이닝 기간 동안의 복수의 송신 시간들에 대해서, 상기 복수의 송
신 시간들의 각각의 송신 시간 다음의 송신 기회 동안 상기 추가적인 채널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메모리 내에서, 상기 복수의 송신 시간들의 각각의 송신 시간을 상기 송신 시간에서의 상기 채널
상태들의 세트의 각각의 채널 상태와 연관시키는 단계;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어떠한 추가적인 채널도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각각의 채널 상태에 대해
서 상기 복수의 송신 시간들의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적인 채널을 기다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메모리 내의 상기 채널 상태들의 세트로부터의 제 1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확률들의
세트로부터 제 1 확률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채널 상태는 현재 채널 상태인, 상기
제 1 확률을 선택하는 단계;
제 1 난수 또는 의사 (pseudo) 난수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난수 또는 의사 난수가 제 1 임계 값을 초과할 때, 상기 추가적인 채널을 기다리는 단
계로서, 상기 제 1 임계 값은 상기 확률에 기초하는, 상기 추가적인 채널을 기다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서의 동적 대역폭 관리를 위한 방법.
12~23항: ... 장치
24항: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서의 동적 대역폭 관리를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한 코드를 저장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기타
청구항: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중국: 거절이유통지(기재불비, 2019.3.8.)※한국과 상이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록결정

Ÿ

중국:
의견제출통지(2019. 3. 8.)
① 제6항, 제20항의 일부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26.4 위반)
② 제30항의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码)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프
로그램(程序)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로 수정이 필요함(다만 명시적인 근거를 들
고 있지는 않음)

- 137 -

중국 특허청, 출원번호 CN.201580033695.A 제1차 의결제출통지서(2019.3.8.), 3면.

☞ 중국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체에 저장된 내용을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码)”로 한정하는 것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程序)”과 달리,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 10-2017-7015960(2015.11.13.) (#1-16)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7-7015960

2015.11.13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무선 인터페이스 적응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SYSTEMS AND METHODS FOR SOFTWARE
CONFIGURABLE AIR INTERFACE ADAPTATION)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H04L 12/721(2013.01)|H04L
5/00(2006.01)|H04L 29/08(2006.01)|H04W

IPC,CPC:

4/00(2018.01)|H04W 76/10(2018.01)|H04L
27/00(2006.01)|H04W 24/02(2009.01)|H04W
76/20(2018.01)

청구항1:

기타
청구항:

PCT/US2015/060722

H04L 45/38(2013.01)|H04L 5/0007(2013.01)|H04L
67/303(2013.01)|H04W 4/50(2013.01)|H04W 76/14(2013.01)|H04L
27/0008(2013.01)|H04L 5/0092(2013.01)|H04W 24/02(2013.01)|H04W
76/22(2013.01)

방법으로서,
기지국에 의해,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무선 인터페이스(SoftAI) 프로파일을 갱신하는 단계 - 상기
갱신된 SoftAI 프로파일은 상기 SoftAI 프로파일을 갱신하기 전에 상기 기지국에 알려져 있
지 않았던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 구성을 정의함 를 포함하는 방법.
26항: 기지국으로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한 실행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저장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무선 인터페이스(SoftAI) 프로파일을 갱신하는 명령어들 - 상기 갱신된
SoftAI 프로파일은 상기 SoftAI 프로파일을 갱신하기 전에 상기 기지국에 알려져 있지 않았
던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 구성을 정의함 을 포함하는 기지국.
27-29항: 방법
한국

거절결정(재심사)
미국: 거절이유 통지후, 보정에 따라 등록결정(2019.8.8.)

출원경과:

기타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6.6.)
2차(2019.12.2.),3차 거절이유통지(2020.4.14.)

※ 기술적 특징이, 무선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 구성가능 무선 인터페이스”(SoftAI)에 관한 것으로, 인

- 138 -

공지능 분야와 기술적 관련성이 없음(이하 분석 생략)

5. 10-2017-7031190(2016.8.17.) (#1-2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기타
청구항:

PCT/US2016/047340(2016.8.17.)/ 10-2017-7031190
통합 메모리 및 프로세서를 갖는 스마트 이미지 센서
SMART IMAGE SENSOR HAVING INTEGRATED MEMORY AND PROCESSOR
구글 LLC
H04N 5/232; H04N 5/23212, H04N 5/23248
이미지 캡쳐를 위한 장치로서,
(i) 동일한 반도체 칩 패키지 내의 이미지 센서에 국부적으로 통합된 메모리 및 프로세서 및,
(ii) 상기 동일한 반도체 칩 패키지 내에 통합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의해 발생된 움직임 데이터를
상기 동일한 반도체 칩 패키지 내에 통합된 상기 메모리로 스트리밍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스
마트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이미지 센서 및 프로세서와 결합되며, 상
기 메모리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제1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제2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제1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스마트 이미지 센서로 하여금 상기 이미지 센서에 의해 캡쳐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들의
분석을 수행하게 하고, 상기 제1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이미지 센서에 의해 캡쳐된 하나 이
상의 이미지들의 장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장면 분석 프로그램 코드(scene analysis
program code)를 포함하고, 상기 장면 분석은 이전에 캡쳐된 이미지들로부터의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이미지들 내의 관심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고, 상
기 제2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스마트 이미지 센서로 하여금 상기 제1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에 의해 수행된 상기 하나 이상의 이미지들의 분석에 응답하여, 상기 회로를 통해 상기 동일
한 반도체 칩 패키지 내에 통합된 상기 스마트 이미지 센서의 메모리로 스트리밍되는 상기
동일한 반도체 칩 패키지 내에 통합되지 않은 상기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움직임 데
이터의 적어도 일부(portion)에 기초하여 이미지 센싱 또는 광학 파라미터를 변경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캡쳐를 위한 장치.
청구항 15 ...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4 ... 비-일시적 기계 판독가능 매체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자이로스코프(gyroscope)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움직임 데이터’(gyro data)를
복수이 이미지와 함께 저장하고 이러한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수의 화상의 정렬 및 촬상 기
구를 최적화 하며, 복수 화상의 정렬시 “기계 학습”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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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등록결정(2018. 10. 24.)

Ÿ

일본:

등록결정(2019. 12. 17.)

Ÿ

유럽:

청구항 1에 대하여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 4. 25.)

- 인용발명 D1: US 2011/285897 A1 (FUJII TAKASHI [JP]) 24 November 2011
(2011-11-24)
- 인용발명 D3: US 2014/3071110 A1(LIU XINQIAO [US]) 2014.10.16. 자이로 데이
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이를 이용하는 발명
- 제1항 발명은, 복수의 화상을 정렬하는데 ‘자이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렬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도는 점에서 D1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D3에 개시되어 있음 →
진보성 부정
3.5 The solution proposed in claim 1 of the present application cannot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Articles 52(1) and 56 EPC), because
features of providing a gyroscope and storing in the memory image sensor
gyro data from the gyroscope for images captured by the image sensor and
the gyro data to align the plurality of images and merge the aligned images
well known in the art (03 [0019] ''gyroscope readings 218 are captured with
frames (e.g., contemporaneously).

→ 취하간주(2020. 7. 1.)

Ÿ

중국: 2019. 1. 28. 의견제출통지(기재불비, 진보성 등)
관련 내용

중국 특허법, 특허법시행세칙 조문
특허법 §5(불특허대상)
§26.3(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설명서:

§33(보정)
시행세칙§17(발명의 설명서 기재요건)

특허법 §22(신규성, 진보성, 실용성 특허요건)
청구범위:

§26.4(청구항 기재불비)
시행세칙 §22(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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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and
use
are
the

특허법 §20.1(중국내 발명의 외국출원 관련 규정)
출원:

특허법 §26.5 또는 시행세칙 §26조
특허법 시행세칙 §43.1(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인정)

표 21 중국 특허 출원절차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문 일람표

- 청구범위:

CN 108141525 A 权 利 要 求 书
1. 一种设备，包括：
智能图像传感器，所述智能图像传感器包括与图像传感器本地化集成的存储器和处理器，所述存储器
耦合到所述图像传感器和所述处理器，所述存储器存储由所述处理器执行的第一程序代码，所述存储
器存储由所述处理器执行的第二程序代码，所述第一程序代码使所述智能图像传感器对所述图像传感
器采集的一个或多个图像执行分析，所述第一程序代码包括场景分析程序代码以执行对所述图像传感
器采集的所述一个或多个图像的场景分析，所述场景分析利用来自先前采集的图像的机器学习来标识
所述一个或多个图像内的关注区，所述第二程序代码使所述智能图像传感器响应于通过所述第一程序
代码的执行而执行的所述一个或多个图像的分析来改变图像感测和/或光学参数。
...
12. 一种设备，包括：
智能图像传感器，该智能图像传感器包括与图像传感器本地化集成的存储器和处理器，所述存储器耦
合到所述图像传感器和所述处理器，所述存储器存储由所述处理器执行的第一程序代码，所述存储器
存储由所述处理器执行的第二程序代码，所述第一程序代码利用来自先前采集的图像的机器学习来标
识所述智能图像传感器采集的多个图像的关注区，并响应于此而把所述多个图像存储在所述存储器
中，所述第二程序代码合并所述存储器中的所述多个图像。
13. 根据权利要求12所述的设备，其中相应的相机移动数据与所述多个图像一起存储在所述存储器中，且
所述第二程序代码使用所述移动数据来对准和合并所述多个图像以执行电子图像稳定化。
...
15. 一种计算系统，包括：...
24.

一种在智能图像传感器内的机器可读介质，所述智能图像传感器包括本地化集成的存储器、处理器和
图像传感器，所述存储器耦合到所述图像传感器和所述处理器，所述机器可读介质存储下述a)和b)中
的任一者或两者：
a) .. b)..

- 1차 거절이유통지(第一次审查意见通知书)
․ 청구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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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특허법 §26.4(청구항 기재불비)

19-20항: 시행세칙 §22(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기재)

․ 의견서 본문

1. 제13항은

주제명칭이 “컴퓨터 시스템”(计算系统, computer system)인데, 청구항 19-20은

청구항 13의 주제명칭을 “장치”(设备, apparatus)로 인용하고 있어, 청구항 19-20은 시행세
칙 22조 제1단(종속항의 기재)17)의 규정을 위반
2. 제21항의 청구항의 “프로그램 코드”(程序代码)가 불명화하여 특허법 제26조 제4항 위반인
데,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计算机程序)으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
3. 33문단에서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작동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44문단에서 카메라의 커
스텀 로직 회로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함

17) 제2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서술
하여야 한다.
(一)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요구의 번호 및 그 주제명칭의 명기.
(二)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한 기술적 특징의 명기.
종속권리요구는 이전의 권리요구만 인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권리요구를 인용한 다수 항목의 종속권리
요구는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이전의 권리요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항목의 종속권리요구로 삼는 기
초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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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거절이유통지(第三次审查意见通知书)
․ 청구범위 관련

청구항 1, 8. 10. 13. 21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보정의 범위)18) 위반

․ 의견서 본문

...

청구항 1, 8, 10, 13, 21의 보정은 특허법 제33조(보정의 범위)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청구항 1에서는 이미지 분석이 제1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화면 분석은 화면분석 프로그램에 의하
여, 제2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촬상 및 광학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점에서 인용발명1과 차이
가 있음. 인용발명 1(US2011285897 A1)에서는 청구항 1의 단계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청구항 1
과 같이 구분하는 것은 주지기술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중국 특허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진보성(创造性)이 없음

6. 10-2017-7034859(2016.6.3.) (#1-25) CNN 기반 이미지 품질 평가 시스템
출원번호:
발명의

10-2017-7034859

2016.06.03

PCT/US2016/035868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완전 기준 이미지 품질 평가(FULL 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 BASED ON

18) 제33조 출원인은 당해 특허출원문건을 수정할 수 있다. 단,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문건에 대하여 수정은
원설명서의 권리요구서에 기재된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장특허출원문건에 대하여 수정은 원그림 또는 사
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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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출원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소니 주식회사(일본국 도쿄도 미나토쿠 코난 *-*-*)
G06T 7/0002(2013.01)|G06K 9/46(2013.01)|G06K

IPC,CPC:

청구항1:

기타
청구항:

G06T 7/00(2017.01)|G06K

9/6215(2013.01)|G06K 9/66(2013.01)|G06T 5/002(2013.01)|G06N

9/46(2006.01)|G06K 9/62(2006.01)|G06K

3/08(2013.01)|G06T 2207/20081(2013.01)|G06T

9/66(2006.01)|G06T 5/00(2019.01)

2207/20084(2013.01)|G06T 2207/30168(2013.01)|G06T

2207/10016(2013.01)
기준 이미지에 대한 왜곡 이미지의 이미지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 상에서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구현하도록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스토리지 매체를 포함하고,
상기 컨볼루션 신경망은, 상기 왜곡 이미지 및 상기 기준 이미지를 입력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미지 품질의 메트릭을
출력으로서 제공하고,
(상기 컨볼루션 신경망은 복수의 계층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층은:
상기 왜곡 이미지 및 상기 기준 이미지 각각을 구성하는 이미지 패치들에 정규화 함수를 적용하여 정규화된 왜곡 이미지 및
정규화된 기준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입력 계층; 및
상기 정규화된 왜곡 이미지 및 상기 정규화된 기준 이미지 각각을 N1 필터와 컨볼루션하여 N1 쌍의 피처 맵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컨볼루션 계층 - 각각의 쌍은 하나의 필터링되고 정규화된 왜곡 이미지 및 하나의 대응하여 필터링되고
정규화된 기준 이미지를 포함하며, N1은 1보다 더 큰 정수임- 을 포함하는,)(※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당초 청구항3
해당 부분)
시스템.

9~18항: 방법
한국

출원경과: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B

기타

유럽: 신규성, 진보성 OA(2019.9.27.)
중국 ?

▷ 발명의 기술적 특징: ‘기준 이미지’에 대한 ‘왜곡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 구
성으로 상기 2개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는 콘볼루션(convolution) 신경망을 포함한 시스템에 관한
것임

그림 95 CNN의 학습 단계(명세서의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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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출원 경과:

Ÿ

한국, 미국, : 당초 ‘청구항 1항’은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되었으나, ‘청구항 3항’의 내용
으로 추가 한정하여, 등록결정됨

Ÿ

일본: ‘청구항 1항’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되었으나, ‘콘볼루션(畳み込
み) 처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19) 제출에 따라, 실질적 보정없이
등록결정됨20)

Ÿ

유럽: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에 따라, 청구항의 한정 보정서 제출(2020. 6. 26.)

☞ 기준 이미지에 대한 왜곡 이미지의 품질을 나타내는 매트릭 값을 출력으로 가지는 시스템의 구현을 위
하여 CNN을 이용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는 없는 점으로부터 명
세서 기재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10-2017-7035042(2017.6.29.) (#1-26) 의료적 이미징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기재요건 충족)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7-7035042

2017.06.29

의료적 이미징 기반 절차에서 타겟 해부 대상으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아벤트, 인크.(미국, 조지아 *****, 알파레타, 윈드워드 파크웨이 ****)
A61B 90/00(2016.01)|A61B

IPC,CPC:

5/055(2006.01)|A61B 6/03(2006.01)|A61B
8/00(2006.01)|G06N 3/08(2006.01)

(특허등록)
청구항1:

PCT/US2017/039928

A61B 90/361(2013.01)|A61B 5/055(2013.01)|A61B
6/032(2013.01)|A61B 8/00(2013.01)|G06N 3/08(2013.01)

의료적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 의료적 절차 동안 타겟 해부 대상을 로케이팅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방향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상기 방법은 컴퓨터로 구현됨- 으로서,
상기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해부 지역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상기 해부 지역으로부터 장면들의 복수의 실시간 2-차원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실시간 2-차원 이미지들을 제어기에 제공하는 단계;
복수의 환자들 중 각각의 환자에서 상기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상기 해부 지역으로부터 상기 장
면들의 복수의 이미지들의 데이터세트를 스캐닝하고 수집하고; 지상 실측 데이터21)를 생성하
기 위해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들의 데이터세트에 주석달기하고; 상기 이미지들
의 데이터세트 및 상기 지상 실측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세트 및 검정 데이터세트로 나누고;
및 딥 러닝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 상기 훈련 데이터세트를 이용함으로써, 지상 실측 데
이터를 통해, 상기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상기 해부 지역으로부터 상기 장면들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식별하기 위해 딥 러닝 네트워크 - 상기 딥 러닝 네트워크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순환 신경망,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함 - 를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단계;
상기 딥 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해부 지역에서의 상기 식별된 장면들 중 각각의 식별된 장면
의 상대 공간적 로케이션 및 상대 시간적 로케이션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상기 해부 지역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실시간 2-차원 이미지들의 각각을 자동으로 매핑하는

19) 2019.5.10.자 의견서 2면(“したがって、本願の請求項１、９に係る発明は、引用文献１に記載された発明に対して新
規性を有します。また、引用文献１に記載の発明において、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３０５においては、畳み込み処理
は行われていませんし、畳み込み処理を行う必要もないので、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３０５を畳み込みニューラル
ネットワークとする動機付けがなく、請求項１、９及びそれらに従属する請求項２～８、１０～１３に係る発明は、引
用文献１に記載された発明に基づいて当業者が容易に発明をすることができ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참조.
20) 【請求項１】 リファレンス画像に対する歪み画像の画像品質を評価するシステムであって、前記システムが、前記歪み
画像及び前記リファレンス画像を入力として受け入れて画像品質のメトリックを出力として提供する畳み込みニューラ
ルネットワークを備える、システ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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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상기 식별된 장면들 중 각각의 식별된 장면의 상기 상대 공간적 로케이션 및 상기 상대 시간적 로
케이션에 기초하여 상기 의료적 절차 동안 상기 타겟 해부 대상을 로케이팅하기 위한 방향들
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기타
청구항:

16~29항: 시스템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호주): B
일본: 심사전치 OA(진보성, 2020.6.9.)

▷ 기술적 특징: 의료적 절차 동안에, 해부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화상의
기계적 학습을 통한 심층학습 네트워크를 적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그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제1항을 비롯한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인용발명 한국 공
개특허 10-2015-0108701호; 2018. 2. 28.);
- 다만, 6-10항에 대해서는 특허가능함을 시사 → 청구항 1항을 청구항 5항, 6항 등으
로 추가 한정하는 보정(및 국제분할출원) → 등록결정(2018. 6. 14.)

Ÿ

미국: 거절이유통지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112(f), 신규성, 진보성, 2019.9.10.) →등
록결정(2020.1.14.)

21) ground truth data. WO2818101985호 참조. 이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지점에서 수집된 실제의 정
보를 의미하는데, 기계학습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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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거절이유통지(진보성, 2018.12.11.)

引用文献１（［００３６］、図１－２等）には、リアルタイムのイメージング中に心臓弁等の関心対象
物を自動的に検出する方法及び装置が開示されており、訓練データによる学習に基づいた機械学習
分類子を関心対象物の検出に用いることも記載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引用文献１には、「標的
の解剖学的対象物を取り囲む解剖学的領域を選択するステップ」と、「前記標的の解剖学的対象物

- 147 -

を取り囲む解剖学的領域から複数のリアルタイム２次元画像を生成し、前記複数のリアルタイム２
次元画像をコントローラに提供するステップ」と、「前記標的の解剖学的対象物を取り囲む解剖学
的領域からのシーンを自動的に検出し特定する」機械学習分類子を開発し、訓練するステップと、
前記機械学習分類子を介して、「前記解剖学的領域内の特定されたシーンのそれぞれの相対的な空
間的位置および相対的な時間的位置に基づいて、前記標的の解剖学的対象物を取り囲む解剖学的領
域からの複数のリアルタイム２次元画像のそれぞれを自動的にマッピング
するステップ」とを有する方法が記載されている。
引用文献１には、ナビゲーションについて記載されていないが、プローブの移動方向を指示するインジ
ケータを用いることは、当業者が適宜なし得ることである（必要であれば、引用文献２図１３等参
照）。
また、本願発明の「ディープラーニング」とはどのように定義されるのか不明であるが、「フィード
フォワード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リカレント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またはそれらの組み合
わせを含む」との記載から、これらを含む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全てを意味するものと解する
と、これらは引用文献３（［００６３］、［０１３４］等）、引用文献４（図２等）にも見られる
ように周知技術である。
したがって、引用文献１に記載された発明において、周知技術である「ナビゲーション」及び「ディー
プラーニング」を採用することにより、本願発明のような構成とすることは、当業者が容易に想到
し得たことである。
請求項２－３、１７について、検出対象は当業者が適宜決定すべき設計事項に過ぎない。
請求項４、１８について、引用文献５図２等参照。
請求項５－１０、１９－２１について、引用文献６第７頁第６～３４行等参照。なお、訓練データセッ
トと妥当性検証データセットに分割することや、コスト関数を最適化すること等は、いずれも機械
学習における常套手段に過ぎない。
請求項１１、２２について、オフラインで学習することは、当業者が適宜なし得ることである。
請求項１２、２３について、引用文献１［００３８］参照。
請求項１３、２４について、関心部位の名称等（注釈）を表示することも、当業者が適宜なし得ること
である（必要であれば、引用文献７図８等参照）。
請求項１４、２５について、引用文献２［００３４］参照。
請求項２６－２９について、いずれも当業者が適宜なし得ることである。
よって、引用文献１－７に記載された発明に基いて、本願請求項１－２９に係る発明のような構成とす
ることは、当業者が容易に想到し得たことである。

인용 문헌 1 (0036, 그림 1-2 등)에 실시간 이미징 동안 심장 판막 등의 관심 물체를 자동으로 감
지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으며, 훈련 데이터에 의한 학습에 따라 기계 학습 분류자를
관심 대상물의 검출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용 문헌 1에는 "표적의 해부학 적 대상물을 둘러싼 해부학적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
기 표적의 해부학적 대상물을 둘러싼 해부학적 영역에서 복수의 실시간 2 차원 이미지를 생성하
고, 상기 복수의 실시간 2 차원 이미지를 컨트롤러에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표적의 해부학적
대상물을 둘러싼 해부학적 영역에서의 장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식별하는 "기계 학습 분류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단계"와, 상기 기계 학습 분류자를 통해 "상기 해부학적 영역의 특정된 장면
의 각각의 상대적인 공간적 위치 및 상대적인 시간적 위치에 의하여 상기 표적의 해부학적 대상
물을 둘러싼 해부학적 영역에서 복수의 실시간 2 차원 이미지 각각을 자동으로 매핑하는 단계"
를 갖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인용 문헌 1에는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브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
자를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필요한 경우 인용 문헌 2도 13 등 참
조).
또한, 본 발명의「딥 러닝｣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 수 없지만, "피드 포워드 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라는 기재로부터 이들을 포함한 신경망 모두를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인용 문헌 3 (0063, 0134] 등), 참고 문헌 4 (그림 2 등)에서도
보여지듯이 주지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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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용 문헌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주지 기술인 「내비게이션」및 「딥 러닝｣을 채택하여,
본원 발명과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청구항 2-3,17 대해, 검출 대상은 당업자가 적절히 결정해야 할 설계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항 4,18 대해, 인용 문헌 5도 2 등 참조.
청구항 5-10,19-21 대해, 인용 문헌 6, 7 페이지 6 ~ 34 행 등 참조. 또한, 훈련 데이터 집합 및
검증 데이터 세트로 나누는 개수와 비용 함수를 최적화하는 것 등은 모두 기계 학습의 상투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청구항 11,22 대해, 오프라인에서 학습하는 것은 당업자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항 12,23 대해, 인용 문헌 1, [0038] 참조.
청구항 13,24 대해, 관심 부위의 명칭 등(주석)을 표시하는 것도, 당업자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
다(필요한 경우 인용 문헌 7 그림 8 등 참조).
청구항 14,25 대해, 인용 문헌 2 [0034] 참조.
청구항 26-29에 대해 모두 당업자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 문헌 1-7에 기재된 발명에 기초하여 본원 청구항 1-29에 관련된 발명과 같은 구성으
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2019.2.25.)에서, “인용례 6에는 심층학습 네트
워크의 훈련 데이터 집합을 얻기 위해, 본 발명과 같은 ‘수동으로 주석화된 그라운드 진
리 데이터(ground truth data)’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
였으나, 심사관은 “그라운드 진리 데이터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술상식이다
(필요한 경우 인용 문헌 8 [0018] 인용 문헌 9 [0042] 등 참조). 또한 그러한 훈련 데
이터를 심층학습에 이용하는 것도 당업자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들면
서, 거절결정하고 있음22)
→ 심판청구(2019.7.17.) → (심사전치) 진보성 부정 거절이유통지(2020.6.9.)
l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심층 학습 신경망’ 이용한 ‘기계학습’을 설명한 부분

단락번호 [0049]
10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100)은 복수의 환자들로부터 수신된 2-차원 이미지들의 데이
터세트(84)를 사용하여 실시간 2-차원 초음파 이미지들(46)에 포함된 타겟 해부 대상(예컨대,
추가적인 해부 대상들, 랜드마크들, 주변 조직 등) 주위의 해부 지역으로부터 장면들(12)을 자
동으로 검출하고 식별하기 위해 딥 러닝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
며, 이미지들의 데이터세트(84)는, 복수의 환자들 중 각각의 환자에 대해, 관심 있는 타겟 해부
대상 주위의 해부 지역에서 복수의 이미지들로부터 장면들을 스캐닝하고 수집함으로써 생성된
다. 이와 같이, 각각의 환자에 대한 복수의 실시간 2-차원 이미지들(46)에 포함된 각각의 장면
(12)으로부터 타겟 해부 대상, 추가적인 해부 대상들, 랜드마크들, 주변 조직, 또는 그 조합은
복수의 이미지들(14)을 형성하기 위해 라벨링 또는 주석달기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한 실시예들에서, 딥 러닝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딥 콘볼루션 신경망들(CNN들), 하나 이상의

22) 2019.3.19.자 거절결정서(“意見書において出願人は、「引用例６には、ディープラーニングネットワークの訓練データ
セットを得るために、本発明のような「手動で注釈付けしたグランドトゥルースデータ」を用いることは全く記載されて
おりません。」と主張しているが、グランドトゥルースデータが手作業で作成されることは技術常識である（必要であ
れば、引用文献８[００１８]、引用文献９[００４２]等参照）。また、そのような訓練データをディープラーニングに
利用することも当業者が適宜なし得ることである。 よって、出願人の主張は採用できな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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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신경망들,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신경망 구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기계 학습에서, 딥
콘볼루션 신경망들은, 뉴런들 사이의 접속성 패턴이 개개의 뉴런들이 시야를 타일링하는 지역들
을 중첩하는 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배열되는 동물 시각 피질의 조직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
드-포워드 인공 신경망 유형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그 반면, 순환 신경망들(RNN들)은 유닛
들 사이의 접속들이 방향성 사이클(directed cycle)을 형성하는 인공 신경망들의 클래스를 일반
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접속들은 네트워크가 동적 일시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허용하는 네
트워크의 내부 상태를 생성한다. 피드포워드 신경망들(예를 들어, 콘볼루션 신경망들)과는 달리,
RNN들은 입력들의 임의적 시퀀스들을 프로세싱하기 위해 자신들의 내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NN들은 해부 대상들을 실시간으로 더 잘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이미지
프레임들 사이의 상관을 추출할 수 있다.

l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음(단락 [0049] 이하)
- 기계학습에는 ‘콘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같은 ‘심층학습 신경망’(Deep learning neural network)을 사용할 수 있음
-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세트’는, 관심있는 ‘해부 대상 부위의 화상’을 스캐닝하여
수집하고 ‘라벨링’하여 사용함
- 초기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온라인 상으로 지속적인 훈련도 가능함([0050]단락)
- 신경망의 출력 오차를 표시하는 ‘비용 함수’를 최적화하는 예로,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을
이용할 수 있음
· 비용함수의 예로는, 평균제곱오차, 주사위 계수, categorical cross entropy 등이 사용될 수
있음
· 비용함수의 최적화(오차의 최소화)는 SGD, Adam, Adadlelta, Nestrov 및 그 변종이 사용될
수 있음
- 상기의 지도식 기계학습 방법 이외에, 비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한 비지도식 기계학습, 보상/처
벌 함수를 이용한 강화학습 등의 기계학습도 가능함(단락 [0053])
l 대응 미국 특허 명세서(US PAT 10,657,671)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발명의 간단한 설명’ 중 Col. 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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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Col.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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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경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모델에 관한 설명(신경망, CNN,
Recurrent NN 등), 기계학습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손실함수(loss function)등에 관한 설명 등은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라벨링(지
도학습의 경우)’에 관한 설명은 당해 발명의 목적, 구성 등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므로, 명세서에서는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①데이터의 확보, ②기계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라벨링 등 데이터전처리 과정, ③
기계학습 과정에 대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당해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①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세트’로는 관심있는 ‘해부 대
상 부위의 화상’을 스캐닝하여 수집하여 ② 데이터에 대하여 ‘라벨링’하여 사용한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고(단락 [0049] 이하) , ③기계학습은 ‘콘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 등의 ‘심층신경망’을 이용하
고, 초기에는 배치학습을 하고 그 후에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단락 [0050]), 신경망의 ‘비용함
수’의 최적화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을 이용한다는 점, 비용함수로는 ’평균제곱오차, 주사위 계
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개시되어 있어,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
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 한국과 일본에서 진보성 판단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인용발명의 차이와 Ground Truth Data를 작성하
는 것을 주지기술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이 되었고, 현재 거절이유가 통지된 상태인 일본에서도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을뿐,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문제 삼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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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머젠 인코포레이티드(미국 ***** 캘리포니아 에머리빌 스위트 *** 호턴 스트리트 ****)
C12N 15/10(2017.01)|G16B 30/00(2019.01)

C12N 15/10(2013.01)|C12N 15/1093(2013.01)|G16B 30/00(2013.01)

청구항 19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생산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재건 및 개량시키는 방법:
a. 부모 계통 미생물 균주 및 이로부터 유도된 생산 미생물 균주를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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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균주는 부모 계통 미생물 균주에 존재하지 않는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 DNA
삽입 및 DNA 결실로부터 선택된 복수의 확인된 유전자 변이를 포함한다;
b. 부모 계통 미생물 균주 또는 생산 미생물 균주의 게놈을 교란시켜 미생물 균주의 초기 라이브
러리를 생성하는 단계, 여기서 초기 라이브러리의 각각의 균주는 부모 계통 미생물 균주 및
생산 미생물 균주 사이의 복수의 확인된 유전자 변이로부터 선택된 유전자 변이를 포함한다;
c. 기준 미생물 균주에 대한 표현형 성능 개량을 위한 초기 라이브러리의 개별 균주를 선별 및 선
택하여 표현형 성능 개량을 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단계;
d. 선행 단계에서 선별된 적어도 2개의 개별 미생물 균주에 존재하는 유전자 변이로부터 유전자
변이의 조합을 각각 포함하는 후속 복수의 미생물을 제공하여 미생물 균주의 후속 라이브러
리를 생성하는 단계;
e. 기준 미생물 균주에 대한 표현형 성능 개량을 위한 후속 라이브러리의 개별 균주를 선별 및 선
택하여 추가 표현형 성능 개량을 부여하는 유전자 변이의 조합을 확인하는 단계;
f. 미생물 균주가 생산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에 비해 원하는 수준의 개량된 표현형 성능을
나타낼 때까지 선형 또는 비선형 방식으로 단계 d)-e)를 1회 이상 반복하는 단계, 여기서 각
각의 후속 반복은 미생물 균주의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며, 새로운 라이브러리의 각각의
균주는 선행 라이브러리의 적어도 두 개의 개별 미생물 균주로부터 선택된 유전자 변이의 조
합인 유전자 변이를 포함한다; 및
여기서 초기 라이브러리 또는 후속 라이브러리 중 적어도 하나의 미생물 균주의 게놈은 내인성 표
적 유전자에 작동 가능하게 연결된 프로모터 래더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프로모터를 포함한다.

44항: 시스템
명세서 [0451]~[453]: 실시 태양에서 변형 디자인의 반복 최적화가 기계학습, 감독된 기계학습, 비감독된

기타
청구항:

기계학습, 심층 신경망(DNN)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기술되어 있음
[0451] 상기 예에서, 변형 디자인의 반복 최적화는 기계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피드백 및 선형 회귀를 사용한다. (생략)
[0452] 본 발명의 실시태양은 훈련 데이터가 이용가능할 때 다른 감독된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훈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실시태양은 감독되지 않은 기계 학습을 채택할 수 있다. (생략)
[0453] 실시태양은, 특히 심층 신경망(DNN)으로 알려진 형태로 기계 학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그래픽 처리 장치(GPU) 가속 아키텍처를 채택할 수 있다. (생략)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일본: B
미국: B(2018.2.9.)

▷ 기술적 특징: 출원발명에서는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의 미생
물의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기계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최적화하
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특이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과 일본(2019.10.25. 등록 특허 제6605042호)23)에서는 특허됨.

23) 【請求項１】 生産用微生物株の表現型性能を再建および改善するための方法であって、a. ~ f.(생략)ステップとを含
み、 該最初のライブラリーまたは後続のライブラリーのいずれかの少なくとも１つの微生物株のゲノムは、内在性標
的遺伝子に作動可能に連結されたプロモーターラダーからの１つまたは複数のプロモーターを含み、該プロモーターラ
ダーは、異なる発現プロファイルを呈する複数のプロモーターを含む、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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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관련 출원의 심사경과는 아래와 같음.
- 미국출원 US.2016 15140296 (2016.04.27.)
․ 청구항 1.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generating a factory order to
control production of nucleotide sequences by a gene manufacturing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receiving, at a computing device, an expression indicating an
operation on a first sequence operand and a second sequence operand, wherein
sequence operands represent nucleotide sequence parts, the first and second
sequence operands each representing at least one nucleotide sequence part;
executing, by a computing device, instructions to evaluate the expression to a
sequence specification, wherein the sequence specification comprises a data
structure including (a) the first and second sequence operands, (b) one or more
first-level operations to be performed on at least one first-level sequence
operand, and (c) one or more second-level operations, the execution of which
resolves the value of the at least one first-level sequence operand; and
generating a factory order based upon execution, by a computing device, of one or
more of the first-level operations and one or more of the second-level
operations, the factory order for use by the gene manufacturing system to
assemble sequence parts into at least one nucleotide sequence.
→ 2019.9.20. ‘발명의 성립성’ 최후거절이유통지

- 미국출원 US 2016 16060375 (2016.12.07.)
․ 청구항 1. A recombinant nucleic acid molecule comprising a promoter
polynucleotide sequenc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SEQ ID NOs:1 to 8
functionally linked to at least one heterologous target gene.
→ 2020.6.18. IDS 제출 후, 심사 중

- 미국출원 US 2016 15396230 (2016.12.30.) ☞ 이 사건 발명에 대응하는 발명임
․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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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생략)
→ 2018. 2. 9.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 균주의 표현형을 최적화 하는 방법의 구현시 통상적인 ‘기계학습’을 이용한 것으로, 기계학습을 적용하
는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기계학습을 적용한 방법 발명의 구성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된 사안임.

9. 10-2018-7017016(2015.11.16.) (#1-35)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8-7017016

2015.11.16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 및 장치(MODEL PARAMETER FUSION METHOD AND APPARATUS)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G06F 8/10(2018.01)|G06F

IPC,CPC:

PCT/CN2015/094722

15/16(2018.01)|G06F 17/50(2006.01)|G06N
20/00(2019.01)

G06F 8/10(2013.01)|G06F 15/16(2013.01)|G06F 17/50(2013.01)|G06N
20/00(2013.01)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으로서,
상기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은 기계 학습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기계 학습 시스템은 적
어도 하나의 파라미터 수집 그룹 및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 전달 그룹을 포함하고, 각각의
파라미터 수집 그룹은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 전달 그룹에 대응하며, 각각의 파라미터 수집
그룹은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포함하고, 각각의 파라미터 전달 그룹은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 수집 그룹에 포함된 노드는 대응하는 파라미터 전달
그룹에 포함된 노드와는 다르며, 상기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은,
청구항1:

임의의 파라미터 수집 그룹이 인트라-그룹 조합 조건을 만족할 때,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
터 수집 그룹 내의 M개의 노드의 모델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룹의 제1 모델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 여기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룹 내의 조합 노드 중 최소 수량 s ≤ M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
룹에 포함된 노드의 총 수량(total quantity)임 - ; 및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룹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전달 그룹 내의 N개의 노드에 상
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룹의 제1 모델 파라미터를 송신하는 단계 - 여기서, 1
≤ N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수집 그룹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전달 그룹에 포함되
는 노드의 총 수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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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
기타
청구항:

12~ 24항: 기계학습 시스템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19.7.11.)
유럽: 청구항 기재불비, 진보성 FOA(2020.4.30.)

▷ 발명의 기술적 특징: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조합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계학습 방법
에 관한 것이다.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중국 등록결정

Ÿ

유럽: 2018.11.22. 유럽 서치 견해서(European search opinion)24)
모델링 자체는 비기술적 정신적 활동에 불과한 비기술적 특징으로 특허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청구항의 모델 파라미터도 기술적 시스템(기계학습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보여주지 않음
→ 성립성 거절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은 기계학습 시스템으로 이는 이미 공지기술이고, 통상의 기술자는 ‘비기
술적인 문제인 모델 파라미터 컴비네이션 방법을 구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지의 기계
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것임이 명확함(Guidelines, G-VII, 5.4 참조)
→ 진보성 거절
2019.6.5. 청구항 한정 보정(밑줄 친 부분)

24) EP 15908513 A, 2018. 11. 22. European Search Opinio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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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청구항 기재불비,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4.30.)
· 보정에 의하여 ‘calculation server’가 추가되어 ‘node’로 언급되고 있는데, ‘parameter
delivery group’도 ‘node’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항에서 언급하는 ‘node’가 어느 것을 의미하
는지 불명확함
· 이러한 보정에 의하더라도, 추가된 특징은 추상적이고 비기술적인 모델 파라미터, 데이터 형
식의 조합 등에 지나지 않아, 진보정의 존재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기존의 진보성 거
절이유 극복이 되지 않고,
추후 보정에 의하여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최후 거절이유 통지)
☞ 유럽의 경우, 수학적 모델링 자체는 지식의 비기술적인 지적활동으로 보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발명의 모델파라미터의 결합 방법에 대하여 이를 비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보고,
기술적 특징은 공지의 기계학습 시스템으로 보아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10. 10-2018-7017888(2016.11.21.)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8-7017888

2016.11.21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전자기 간섭 신호의 처리(PROCESSING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IGNAL USING MACHINE
LEARNING)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01R 29/08(2006.01)|G01R

IPC,CPC:

PCT/KR2016/013408

31/00(2006.01)|G06F 3/01(2006.01)|G06F
3/046(2006.01)|G06K 9/00(2006.01)|G06N
20/00(2019.01)

G01R 29/08(2013.01)|G01R 31/002(2013.01)|G06F
3/011(2013.01)|G06F 3/046(2013.01)|G06K 9/00885(2013.01)|G06N
20/00(2013.01)

청구항1:

장치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복수의 전극들 간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 신호에 기초하여 캘리브레이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사용자의 신체와 연결된 상기 복수의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상기 사용자의 신체를 통해
전자기 간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전자기 간섭 신호 및 상기 캘리브레이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의 주변의 상황
(context)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기 간섭 신호는 상기 장치의 외부의 물체에 의해 발생되는 방법.

기타
청구항:

9~16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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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항: ...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과제의 해결 수단
[0004] 하나 이상의 실시예들은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일 양태에서, 방법은: 장치의 전극이, 사
용자의 신체로부터, 상기 장치 외부의 물체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기 간섭 신호에 기반한 신호
를 수신하는 단계; 및 컴퓨팅 장치가, 상기 수신된 신호에 적용되는 기계 학습에 기반하여, 다
음: 상기 물체의 신원(identity); 상기 사용자와 상기 물체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기 장치 주
변의 상황(context)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상기
신호에 기반하여 상기 장치를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장치의 작동 모드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
함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상기 수신된 신호에 적용되는 상기 기계 학습은 복수의 지문들
을 식별하는 분류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각각의 지문은 특정 장치, 특정 장치
의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장치의 특정 동작(action) 중 하나 이상을 식별한다.
한국

출원경과: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호주): B

기타

중국: 등록결정 다수(2018.6.5.최종)
OA(2020.6.9.)

▷ 발명의 특징: 휴대폰 등의 장치에 사용자의 신체 접촉등에 의한 전자기 간섭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기계 학습에 기반하여 접촉하는 물체의 종류, (터치 등)상호작용의 종류 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고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9.10.25.)

Ÿ

미국: 최초거절이유통지(§102, §103) → 청구항 보정(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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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8.8.1.)
Ÿ

일본: 등록결정(2016.12.20.)

Ÿ

유럽: 등록결정(2020.5.28.)
-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긍정

Ÿ

중국: 등록결정(2017.7.28.)

☞ 이 사건 발명은, 기계 학습 방법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 학습을 휴대폰 등의 장치에서 신체
의 접촉등에 따른 전자기 간섭 신호를 입력으로부터, 그에 따른 물체의 종류, 상호작용의 종류를 결정
하는 방법에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그 응용 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임
☞ 주요국에서 모두 이 사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
☞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신체의 접촉에 의한 ‘전자기파 간섭 신호’에 따른 접촉 물체의 종류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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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적용 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고, 이에 따라 접촉물체의 종류 및 상호작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효과의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어, 그 신규성·진보성을 IP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10-2018-7022348(2016.12.28.) (#1-38)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8-7022348

IPC,CPC:

G06F 16/00(2019.01)|G06N 3/02(2019.01)

청구항1:

2016.12.28

PCT/US2016/068898

분류기 모델과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사용한 원격 미디어 분류 쿼리에 대한 응답(RESPONDING TO REMOTE MEDIA
CLASSIFICATION QUERIES USING CLASSIFIER MODELS AND CONTEXT PARAMETERS)
그레이스노트, 인코포레이티드(미국, 캘리포니아 *****, 에머리빌, 슈트 ****, 포웰 스트리트 ****)
G06F 16/43(2013.01)|G06F 16/683(2013.01)|G06F
16/783(2013.01)|G06N 3/02(2013.01)|G06Y 10/5886(2013.01)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해, 피식별 미디어 쿼리를 나타내며 제 1 원격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된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해, 피식별 미디어 쿼리에 대응하며 동일한 제 1 원격 디
바이스에 의해 제공된 제 1 컨텍스트 파라미터에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해,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스펙트럼 피쳐를 결
정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상기 제 1 컨텍스트 파라미
터를 기초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상이한 분류 모델들 중 하나인 제 1 분류
모델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해, 제 1 분류 모델 및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결정된 스펙트럼 피쳐를 사용하여 미디어 쿼리에 대한 미디어 타입 확률지수를 결정하는 단
계; 및
제 1 원격 디바이스에서 미디어 타입 확률지수 및 적어도 하나의 미디어 특성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결정된 미디어 타입 확률지수는 미디어 쿼리가 복수의 상이한 미디어 특성 중 적어도 하나의 미디
어 특성에 해당할 우도를 나타내는 미디어 분류 방법.
20~25항; 45~48항: 비일시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26~32항; 49~52항: 시스템
실시예로, 미디어 분류기 시스템이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다는 점이 기술(요약, 명세서 [008]단
등)
“[008] ...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기반 미디어 분류기와 같은, 분류기 시
스템에 의해 적용되는 몇 몇 분류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더 효율적으로 미디어 분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기타
청구항:

한국

등록결정(재심사후)
미국: 등록결정(2020.5.7.)

출원경과:

기타

일본: 등록결정(2020.6.2.)
유럽: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2.)
중국: 자료없음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오디오, 비디오 신호 등과 같은 미디어 신호를 포함하는 쿼리를 수신하여 이를
미디어 종류의 우도(尤度, likelihood) 값 등으로 분류하는 신경망 기반의 분류기 시스템에 관한 것
임
▷ 주요국의 출원 경과:

Ÿ

한국:

서지적사항

보정

요구서(위임장,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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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6.)

→

보정서(위임장)

제출

Ÿ

미국: 등록결정(2019.6.14.)

Ÿ

일본: 등록결정(2020.6.2.)

Ÿ

유럽: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4.2.)
- 한편 유럽 특허청에서는, 독립청구항에는 ‘필수적 구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EPC Rules 43(3) & (4)), 독립청구항 1(‘시스템’)과 독립청구항 8(‘방법’)은 카
테고리의 차이는 제외하더라도 그 구성이 서로 상이하여, 어느 쪽이 ‘필수 구성요소’인
지 불명확하여 결국 ‘청구항 기재불비’(EPC §84)를 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Ÿ

중국: (없음)

☞ 유럽 특허청의 경우, 독립청구항은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독립청구항 1과 8의 구성이 서
로 상이하여 ‘필수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결국 ‘청구항의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12. 10-2018-7024532(2017.1.24.) (#1-39) 물체 파지를 위한 기계학습 모델 트레이닝
방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24532

PCT/US2017/014713

PREDICT HAND POSITIONS FOR MULTI-HAND GRASPS OF INDUSTRIAL OBJECTS)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인크.(미합중국 텍사스 (우편번호 *****) 플라노 그래니트 파크웨이
**** 스위트 ***)
G06F 30/00(2020.01)|G06N
7/00(2006.01)|G06T 7/00(2017.01)|G06K
9/00(2006.01)

청구항1:

2017.01.24

산업 오브젝트들의 멀티-핸드 파지들을 위한 핸드 포지션들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 TO

G06F 30/00(2013.01)|G06N 7/005(2013.01)|G06T 7/00(2013.01)|G06K
9/00201(2013.01)|G06Y 10/50(2013.01)

오브젝트(object)들의 멀티-핸드 파지(multi-handed grasp)들을 위한
position)들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으로서,
복수의 3차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들을 수신하는 단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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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포지션(hand

각각의 3차원 모델에 대해, (i) 하나 이상의 사용자-제공 파지 지점 쌍(grasping point pair)들 및
(ⅱ) 특정 파지 지점 쌍이 파지에 적절한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지를 표시하는 라벨링 데이터
(labelling data)를 포함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110);
각각의 3차원 모델에 대해, 3차원 모델에 대응하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오브젝트 파지에
관련된 복수의 기하학적 특징(geometrical feature)들을 추출하는 단계(115); 및
상기 복수의 기하학적 특징들을, 각각의 대응하는 파지 지점 쌍과 연관된 라벨링 데이터와 상관시
키기 위해,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모델을 트레이닝(training)하는 단계(120);
새로운 3차원 모델에 대한 복수의 후보 파지 지점 쌍들을 결정하는 단계(120); 및
상기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후보 파지 지점 쌍들의 서브세트(subset)를 상기 3
차원 모델의 내추럴(natural) 파지 지점들로서 선택하는 단계(120)
를 포함하는,
방법.
기타
청구항:

15항: ... 시스템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2019.10.14.)
미국: 거절이유통지(신규성, 2020.6.25.)
유럽: 거절이유통지(2019.7.9.) 보정서답변서(2019.11.5.)

▷ 발명의 특징: 산업용 로봇 등이 물체를 효율적으로 파지하기 위한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위
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의견제출 통지 없이 2019. 10. 14. 등록결정

Ÿ

미국: 1-20항은 출원인에 의하여 IDS를 통하여 2018.7.13. 제출된 선행발명 “LI
YING”25)에 의하여 신규성(§102)이 부정됨

Ÿ

유럽: 1항은 선행발명 “D2”26)에 의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됨
11항, 15항(독립항)은 “D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 멀티핸드를 가지는 로봇이 3원의 물체 등을 효율적으로 파지하는 방법을 구현하는데 기계학습을 응용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인용문헌 "Li"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그 신규성 혹은 적어도
진보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국 특허심사과정에서는 미국에서 신규성 거절에 활용된 인용문헌 “Li”가

심사과정에서 활용되

었음27)에도 미국에서와 달리 특허등록 결정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로봇의 핸드 위치를 예
25) YING ET AL: "Data-Driven Grasp Synthesis Using Shape Matching and Task-Based Pruning"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IEEE SERVI CE CENTER, LOS
ALAMITOS, CA, US, vol. 13' no.4,1 February 2007 (2007-02-01), pages 732-747, XP011190845, ISSN:
1077-2626, DOl:10. 1109/TVCG.2007.1033 / 01.02.2007, 16 pages, Li was cited by applicant in IDS
submitted on July 13,2018.
26) PELOSSOF ET AL: "An SVM learning approach to robotic grasping", ROBOTICS AND AUTOMATION,

26 April 2004.
27) 대한민국특허청, 등록특허공보 10-2068197,(2020.1.20), 1면 참조.
(56) 선행기술조사문헌
“Data-Driven Grasp Synthesis Using Shape Matching and Task-Based Pruning”,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 13, no. 4(pp. 732-747), 2007.
“An SVM learning approach to robotic grasping”, ROBOTICS AND AUTOMATION, 2004.
PROCEEDINGS(pp. 3512-3513), 2004.
“Data-driven grasping”, AUTONOMOUS ROBO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vol. 3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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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28)

13. 10-2018-7035430(2017.5.16.) (#1-42) 물체 파지를 위한 신경망 학습 방법
출원번호:

10-2018-7035430

2017.05.16

PCT/US2017/032865

오브젝트(들)를 캡처하는 이미지(들)에 기초하는 그리고 환경에서의 미래 로봇 움직임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로봇

발명의
명칭:

환경에서의 오브젝트(들)의 모션(들)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머신 학습 방법들 및 장치(MACHINE LEARNING METHODS
AND APPARATUS RELATED TO PREDICTING MOTION(S) OF OBJECT(S) IN A ROBOT'S ENVIRONMENT BASED ON
IMAGE(S) CAPTURING THE OBJECT(S) AND BASED ON PARAMETER(S) FOR FUTURE ROBOT MOVEMENT IN THE
ENVIRONMENT)

출원인:
IPC,CPC: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 (우:*****))
B25J 9/16(2006.01)|G05B

B25J 9/1697(2013.01)|B25J 9/1656(2013.01)|B25J

13/02(2006.01)|G06K 9/00(2006.01)|G06N

9/161(2013.01)|G05B 13/027(2013.01)|G06K 9/00(2013.01)|G06N

3/00(2019.01)|G06N 3/04(2006.01)|G06N

3/008(2013.01)|G06N 3/0454(2013.01)|G06N 3/084(2013.01)|G05B

3/08(2006.01)

2219/39289(2013.01)

청구항1: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후보 로봇 움직임 파라미터들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후보 로봇 움직임 파라미터들은 상기 로봇
의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 의해 로봇의 환경에서 수행가능한 후보 움직임의 적어도 일부를
정의함 -;
상기 로봇과 연관된 비전 센서에 의해 캡처되는 현재 이미지를 식별하는 단계 - 상기 현재 이미
지는 상기 로봇의 환경의 적어도 일부를 캡처함 -;
이전 프레임들로부터 픽셀 모션에 대한 분포를 예측함으로써 픽셀 모션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액션-조건의 모션 예측 모델(action-conditioned motion prediction model)을 이용하는 트레
이닝된 신경망에 대한 입력으로서 상기 현재 이미지 및 상기 후보 로봇 움직임 파라미터들을
적용하는 단계;
상기 현재 이미지의 적어도 하나의 예측되는 변환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예측되는 변환은 상기
트레이닝된 신경망으로의 상기 현재 이미지 및 상기 후보 로봇 움직임 파라미터들의 적용에
기초하여 생성됨 -;
적어도 하나의 예측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예측되는 변환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이미지를 변환하는 단계 - 상기 예측되는 이미지는 상기 후보 움직임의 적어도 일
부가 상기 로봇의 컴포넌트들에 의해 상기 환경에서 수행되는 경우 상기 로봇의 환경의 일부
를 예측함 -;
상기 예측되는 이미지에 기초하여, 상기 후보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로봇의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에 하나 이상의 제어 커맨드를 제공하여 상기 후보 움직임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기타
청구항:

15~16항: 시스템, 22~23항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일본: (청구항) 기재불비 거절(2019.12.9.)
유럽: B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산업용 로봇의 동작을 위한 파라미터의 생성에 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을 그 특
징의 하나로 하고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2019. 2. 15. (종속항 일부 보정후) 등록결정

Ÿ

유럽: 2017. 5. 26. EP 17727043 A 청구항 1

1(pp.1-20), 2011.
28) 한국에서 특허등록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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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출원 제1항에 대응)

- 2018.11.22. 심사의견서(Annex to the communication)

- “1항 및 (11항)은,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법상의 특허
대상 카테고리가 아님. 구체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물건이나, 물건이나 장
치의 사용방법, 혹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구항 11항의 방법으로 청구항 1의 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보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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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3. 청구항 보정서 제출

... (생략)

- 2020.4.17. 특허 등록결정

Ÿ

일본: 2019.6.20. 청구항 기재불비(§36-⑥-2) 거절이유 통지

“1항의 ‘(로봇의) 환경’, ‘후보운동’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로봇의 구성요소에 의한 로봇의 환경 내
에서 실행 가능한 후보운동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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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11. 청구항 일부 보정

→ 2019.12.9. 거절결정

“청구항의 일부 한정 보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청구항의 의미가 불명확함”
☞ 일본의 경우, 청구범위의 구성 중 일부 구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항 기재불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있고, 결국 일부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하고 있음이 주목됨
☞ 유럽의 경우, 청구항의 일부 구성이 “학습된 신경망”으로 된 방법 청구항에 대하여, 이를 ‘신경망’의 사
용방법이라고 해석한 다음, 이는 특정한 ‘물건이나 장치의 사용방법’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절이유를 보내고 있고, 이를 ‘신경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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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보정을 유도한 뒤, 이러한 보정된 청구항에 대해서 등록결정을 하고 있음

14. 10-2018-7038236(2017.5.31.) (#1-43)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기타
청구항:

10-2018-7038236

2017.05.31

PCT/US2017/035318

음성 인증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VOICE AUTHENTICATION)
온보컬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매사추세츠 *****, 댄버스, *** 뉴버리 스트리트)
G10L 17/24(2013.01)|G10L

G10L 17/24(2013.01)|G10L 17/06(2013.01)|G10L

17/06(2013.01)|G10L 15/30(2013.01)|G10L

15/30(2013.01)|G10L 15/22(2013.01)|H04L 63/0815(2013.01)|H04L

15/22(2006.01)|H04L 29/06(2006.01)|G06F

63/0861(2013.01)|H04L 63/0884(2013.01)|G06F 3/167(2013.01)|G06N

3/16(2018.01)|G06N 3/00(2019.01)

3/006(2013.01)|G10L 2015/223(2013.01)

음성 인증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웹 서비스들;
사용자로부터 음성 인증 코맨드 및 음성 선택 코맨드를 수신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로서, 상기 음성
선택 코맨드는 상기 복수의 웹 서비스들 중 선택된 하나에의 액세스를 위한 음성 요청을 포
함하는, 상기 사용자 디바이스; 및
상기 사용자의 음성 패턴을 저장하는 제1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 음성 인증 서버로서, 상
기 중앙 음성 인증 서버는,
상기 사용자 디바이스로부터 음성 인증 코맨드를 수신하고;
상기 음성 인증 코맨드로부터 추출된 음성 패턴을 생성하고;
상기 추출된 음성 패턴을 상기 제1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음성 패턴과 비교하여 상기 사용
자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기 사용자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음성 선택 코맨드를 수신하고;
상기 음성 선택 코맨드로부터 상기 선택된 웹 서비스에의 액세스를 위한 상기 음성 요청을 인식하
고;
상기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상기 선택된 웹 서비스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게 구성된, 상기 중앙 음성
인증 서버를 포함하는, 음성 인증 시스템.
6~15항: 방법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본 발명은 다수의 음성 인식 및 인공 지능 플랫폼, 다수의 디바이스, 및 다수의 제3자 웹
서비스 시스템에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단일 사인-온 음성 인증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한국

출원경과:
기타

거절결정(일반)
진보성 거절
미국: B
유럽: 신규성,진보성 조사견해서(2020.1.8.)

※ 음성인식, 인공지능 플랫폼, 디바이스 등이 제3자 웹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의 ‘음성인증’ 시스템
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 특징이 ‘인공지능’ 기술과 차이가 있어 이하 분석 생략함

15. 10-2019-7022969(2015.5.15.) (#1-48)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10-2019-7022969

2015.05.15

PCT/DE2015/200313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ROGRAMMING A ROBOT)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게엠베하(독일, ***** 칼스뤼, 알버트 네스틀러 스트라세 **)
B25J 9/16(2006.01)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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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이동은 로봇 프로그램 내에서 미리 정의된 운동 템플릿(motion
template)으로 설정되고,
상기 운동 템플릿은 복수의 운동 템플릿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되며,
상기 운동 템플릿은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화 할 수 있는 실행 모듈 및 적어도 하나의 학습 모듈
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실행 모듈은, 상기 로봇의 이동 계획, 상기 로봇의 이동의 실행, 상기 로봇의
부분적인 이동 계획, 및 상기 로봇의 부분적인 이동의 실행 중 적어도 하나에 이용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습 모듈은, 초기화 과정에서, 상기 로봇의 구성을 기록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습 모듈은, 기록된 구성들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실행 모듈을 위
한 파라미터들을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실행 모듈의 파라미터들은 제한사항들을 포함하고,
상기 로봇의 이동 또는 부분적인 이동은 상기 제한사항들에 기초하여 계획되는 것과 실행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이며,
하나의 제한사항은 제한사항 함수(f) 및 제한영역(R)을 포함하고,
상기 제한사항 함수(f)는 구성(k)을 벡터 공간으로 매핑하며,
상기 제한영역(R)은 상기 벡터 공간의 부분집합에 대응하고,
f(k)가 R 내에 위치하면, 상기 구성(k)에 대한 상기 제한사항이 만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
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기타
청구항:

14항: 시스템; 15항: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중국: 등록결정(2020.4.26.)

※ 10-2016-7034098(#9)의 ‘국제분할출원’으로, IP 주요 5개국에서 모두 특허됨

16. 10-2019-7032042(2018.3.29.) (#1-49) 종단간 텍스트 대 스피치 변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9-7032042

2018.03.29

종단 간 텍스트 대 스피치 변환(END-TO-END TEXT-TO-SPEECH CONVERSION)
구글 엘엘씨(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 (우:*****))
G10L 15/16(2006.01)|G10L

IPC,CPC:

13/04(2006.01)|G06N 3/04(2006.01)|G06N
3/08(2006.01)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PCT/US2018/025101

G10L 15/16(2013.01)|G10L 13/04(2013.01)|G06N
3/0454(2013.01)|G06N 3/084(2013.01)

하나 이상의 컴퓨터 및 하나 이상의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저장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하나 이상의 컴퓨
터로 하여금,
시퀀스-투-시퀀스 반복 신경망(sequence-to-sequence recurrent neural network); 및
서브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는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상기 시퀀스-투-시퀀스 반복 신경망은,
특정 자연 언어로 문자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그리고
상기 특정 자연 언어로 상기 문자들의 시퀀스의 구두 발화(verbal utterance)의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문자들의 시퀀스를 처리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서브시스템은,
상기 특정 자연 언어로 상기 문자들의 시퀀스를 수신하고, 그리고
상기 특정 자연 언어로 상기 문자들의 시퀀스의 구두 발화의 스펙트로그램을 출력으로 얻기 위해
시퀀스-투-시퀀스 반복 신경망에 입력으로서 상기 문자들의 시퀀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21항: 컴퓨터저장매체; 22항: 방법
한국

등록결정(일반,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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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호주): B
중국: 기재불비 OA(2020.5.11.)

▷ 발명의 기술적 특징: ‘리커런트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하는 시스템, 방법 등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발명의 명칭이 “종단 간 텍스트 대 스피치 변환”으로 등록되어 있음
- 청구항은, “시스템”, “매체”, “방법”의 유형으로 되어 있음

Ÿ

미국: 등록결정(2020.1.28.)

Ÿ

일본: 특허등록(특허 제6736786호, 2020.7.17.)

Ÿ

유럽: (없음)

Ÿ

중국: 청구범위

청구항 1. 一种系统，包括一个或多个计算机和存储指令的一个或多个存储设备，当所述指令被一个
或多个计算机执行时，使得所述一个或多个计算机实施：
序列到序列递归神经网络，其被配置为：
接收以特定自然语言的字符序列，并且处理所述字符序列以生成以特定自然语言的字符序列
的言语表达的谱图；和
子系统，被配置为：
接收以特定自然语言的字符序列，并且
将所述字符序列作为输入提供给所述序列到序列递归神经网络，以获得以特定自然语言的字
符序列的言语表达的谱图作为输出。
청구항 20. 根据权利要求1-10中任一项所述的系统，其中，所述子系统还被配置为：
使用以特定自然语言的字符输入序列的言语表达的谱图生成语音；并且
提供生成的语音用于回放。

- 심사의견서

经审查，现提出如下审查意见。
1、权利要求1 不清楚，不符合专利法第二十六条第四款的规定。
权利要求1的主题名称为一种系统,其主题名称没有反映出请求保护的技术方案所涉及的技术领
域，即不能与权利要求的技术内容相适应，因此该权利要求是不清楚的不符合专利法第二十六条
第四款的规定。
另外请申请人注意，权利要求1和20的主题名称与请求书的发明名称端到端文本到语音转换不
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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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权利要求1, 20不清楚，不符合专利法第二十六条第四款的规定。其中多处出现接收以特定自然
语言的字符序列不清楚, 以的出现导致语句不通順, 导致该权利要求不清楚。建议修改为接
收特定自然语言的字符序列。

1항의 주제명칭은 “시스템”(一种系统)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영역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 §26.4(청구항 기재) 위반
1항과 20항의 주제명칭인 “시스템”과 발명의 명칭인 “종단간 본문 음성 전환”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 한편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이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음
☞ 발명의 명칭이 ‘본문 음성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항 1항과 20항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발명
의 명칭과 청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청구항에 “시스템”(一种系统)으로 쓰는 경우,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구범위 기재
불비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국에서는 발명의 명칭이 “종단간 본문 음성 변환”으로 되어 있고, 특허 청구항이 ‘시스템’, ‘매체’, ‘방
법’의 형식으로 등록결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이가 있음

17. 10-2006-7017039 (2005.2.24.) (#기타-1) 기준데이터 최적화 학습방법(명세서
기재불비)
출원번호:

10-2006-7017039; PCT/JP2005/003028(2005.2.24.)

발명의
명칭:

기준 데이터 최적화 학습 방법과 패턴 인식 시스템

출원인:

고쿠리츠다이가쿠호진 히로시마다이가쿠

IPC,CPC:

G06T 7/00; G06K 9/00986

청구항1:

화상 패턴의 검색 대상인 입력 데이터와 복수의 참조 데이터 각각과의 사이에서 유사도에 상당하
는 거리 연산을 행하여, 임계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식 영역 내에 존재하는 최소 거리의 참조 데
이터를 상기 입력 데이터에 대응하는 인식 데이터로서 선택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에 이용되고, 상
기 인식 데이터의 학습에 의해서 참조 데이터를 상기 패턴 인식용으로 최적화하는 참조 데이터 최
적화 학습 방법으로서,
최적화 수단에 의해, 상기 인식 데이터로서 선택되어야 할 참조 데이터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일정 회수만큼 취입하는(fetching) 단계와, 상기 최적화 수단에 의해, 상기 입력 데이터와 상기 참
조 데이터와의 거리 분포의 중심(重心)점(a gravity center point)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최적화
수단에 의해, 상기 중심점에 위치하도록 상기 참조 데이터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조 데이터 최적화 학습 방법.

기타
청구항:

패턴 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입력 패턴의 검색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한 복수의 참조 데이터를 기억하는 참조 데이터
기억 수단, 상기 검색 데이터와 최소 거리에 있는 참조 데이터를 구하는 최소 거리 검색 수단, 및
상기 최소 거리가 임계값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검색 데이터와 최소 거리의 참조 데이터와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판단 수단을 구비하는 연상 메모리와,
인식 데이터로서 선택되어야 할 참조 데이터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를 일정 회수만큼 취입하고,
상기 입력 데이터와 상기 참조 데이터와의 거리 분포의 중심점(a gravity center point)을 구하여,
상기 중심점에 위치하도록 상기 참조 데이터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최적화 수단과,
상기 최적화된 참조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참조 데이터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참조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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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는 학습 회로,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

▷ 발명의 기술적 특징: 패턴 검색 대상인 입력 데이터와 복수의 참조데이터 사이의 유사도에 해당하는
거리 연산을 행하여 참조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학습 회로를 구비한 패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기재불비 거절결정(2008. 3. 13.), 보정후 심사전치에서 등록결정(2008. 8.12.),
권리소멸(등록료불납)

Ÿ

미국: 일부 청구항 기재불비, 신규성 거절 통지후, 등록결정(2010. 9. 23.)

Ÿ

일본: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에 따라 특허결정(2006. 8. 29)

Ÿ

중국: CN 100547613C호 등록(2011. 9. 28.)

Ÿ

유럽: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이유통지, 절차 종료(2013. 12. 20.)

18. PCT/JP2015/083834(2015.11.25.) (#기타-2)
출원번호:

PCT/JP2015/083834(2015.11.25.)

발명의 명칭: 언어입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식을 확대하는 인공지능 장치
출원인:
IPC, CPC:

청구항1:

MIYAZAKI, Hiroaki(宮崎 洋彰)
G06N 5/04, G06F 17/27, G06F 17/30, G06N 5/02; G06F40/253, G06F40/30, G06N5/022,
G06N20/00, G06F40/253, G06F40/30, G06N5/022, G06N20/00
情報（単語、言語、文章、知識、数式、記号、画像、音声）をパターンに変換する入力処理器と、
入力した情報に関して単語、意味、文要素（主語、述語、主語の修飾、述語の修飾、修飾関係）、分
野、信頼性、新規性、妥当性、記録情報との比較、文の種類、意図および文間の関係性を分析する分
析器と、
情報、問題の型、問題の解決方法、手順、思考、思想、文脈、分析結果、情報間の接続関係および関
係性、情報および処理プログラムの起動条件、情報および処理プログラムの起動履歴を記録する記録
器と、
文の種類および意図に応じた処理の展開、問題解決のための情報検索および論理展開、処理の実行お
よび処理プログラムの起動、情報および手順の一般化、より優れた知識および論理への更新、興味あ
る分野、対象に関する情報の検索および整理、情報、接続関係、関係性の記録および変更、目標に向
けた情報間の遷移制御を実施する制御器と、

- 171 -

パターンを情報および制御信号に変換する出力処理器を備え、入力した情報と既に記録している情報
との関係を分析し有用な情報を抽出して知識体系の構築、拡大および更新を実施し、知識体系に記録
された情報、情報間の関係および処理プログラムにより生成した情報を使用して問題解決する人工知
能装置。
기타
청구항:

... 言語で指示された処理を自律的に実施する人工知能装置として機能させるためのソフトウェア。

▷ 주요국 출원경과:

Ÿ

미국: 명세서기재불비(§112), 신규성(§102(a)), 진보성(§103) 미비로 인한 거절결정
- PTAB에 Patent Appeal 진행 중(2020.3. 현재)

Ÿ

일본: 2016. 3. 8. 등록결정(의견제출 통지 없음)

19. PCT/JP2017/035631(2017.9.29.) (#기타-3)
출원번호:

PCT/JP2017/035631(2017.9.29.)

발명의
명칭:

정서 추론형 장치와 정서 추론 시스템
Emotion inference device and emotion inference system

출원인:

HONDA MOTOR CO LTD

IPC,CPC:

G06N 5/04 etc.

청구항1:

通信ネットワーク（２）に接続された自身（Ｕ）に関わる複数製品（４，１１，１２，１３，１４，
１５）からの自身（Ｕ）に関する情報に基づいて構成されるパーソナル人格（４８２）を備え、
前記パーソナル人格（４８２）によって、ベース人格（４８３）が形成され、
感情を検出する感情検出部（４６４）を備えることを特徴とする感情推定装置。

기타
청구항:

通信ネットワーク（２）に接続された車両（４）と、前記通信ネットワーク（２）に接続された自身
（Ｕ）に関わる複数製品（１１，１２，１３，１４，１５）と、前記複数製品（１１，１２，１３，
１４，１５）からの自身（Ｕ）に関する情報により構成されるパーソナル人格（４８２）と、
を備え、
前記パーソナル人格（４８２）によって、ベース人格（４８３）が形成され、感情を検出する感情検
出部（４６４）を備え、前記車両が前記パーソナル人格（４８２）及び前記感情検出部（４６４）を
備えることを特徴とする感情推定システ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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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2019.9.현재 출원공개

Ÿ

일본: 2019.6.4. 거절이유통지 후, 2019.8.20. 거절결정(“청구항 1항의 기재불비”)

Ÿ

중국: (없음)

Ÿ

유럽: 국제조사기관(JPO)의 견해서(2017.12.12.): 신규성, 진보성 ‘유’
보충적 유럽서치리포트(2019. 10. 9.): 신규성 ‘무’ (청구항 1-6, 9-11); 진보성 ‘무’(청구
항 7, 8)

- 보충적 유럽 서치리포트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인용문헌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임

20. PCT/FI2015/050194(2015.03.23) (#2-1)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FI2015/050194

2015.03.23

10-2015-7030562

Navigate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planning using a structural effectiveness index
Nexstim Oy
A61N2/00,A61N1/02,A61N2/02
A61N2/006,A61N1/02,A61N2/02
추적 경두개 자기 자극(navigate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nTMS) 플래닝(planning)의 방법으로서,
- 뇌의 적어도 하나의 신경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경두개 자기 자극 (TMS) 펄스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뇌의

청구항1:

표적 영역에 대한 구조 유효성 지수(structural effectiveness index)(SEI)를 결정하는 단계,
- 뇌에 대한 베이스 전계 진폭(base electric field amplitude) 및 배향을 결정하는 단계, 및
- 상기 표적 영역에 대한 SEI, 및 뇌에 대한 베이스 전계 진폭 및 배향을 기반으로 한 뇌의 표적 영역에 대한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의도된 유도 전계 벡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22항: 매체
23항: 시스템
한국
거절결정 (2017.3.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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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기술적 특징: 뇌의 일정부분을 전기자극(TMS)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표(SEI)의 하나로
이방성 지표(AI)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 상이함(이하 분석 생략)

21. PCT/US2015/025131(2015.04.09) (#2-2) 현미경 영상의 분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5/025131

2015.04.09

AUTHENTICATING PHYSICAL OBJECTS USING MACHINE LEARNING FROM MICROSCOPIC VARIATIONS
ENTRUPY INC.
G06N99/00,G06N3/08

G06N20/00,G06N99/005,G06N3/0454,G06N3/08,G06N3/084

청구항1:

(보정전 청구항)

기타
청구항:
한국

출원경과:

기타

(없음)
일본: 거절결정
중국: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대응 출원’ 없음

Ÿ

미국: ‘기재불비’,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5.21.)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2.12.) → 의견서, 보정서 → 거절결정(2019.9.17.)
(→ 심판청구, 심사전치)

Ÿ

중국: 거절이유통지 → 청구항 보정 → 등록결정(2019.12.2.)

22. PCT/EP2015/060998(2015.05.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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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PCT/EP2015/060998

IPC,CPC:

08G18/67,C08G18/81,C08G18/08,C08G

2015.05.19

Radiation curable aqueous compositions with controlled polymer flow
Allnex Belgium S.A.
C08G18/73,C09D175/00,C09D175/16,C
18/22

C09D175/16,C08G18/0823,C08G18/227,C08G18/673,C08G18/
73,C08G18/8175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폴리우레탄(A)와 하나 이상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Ai)로 구성되는 방사
선 경화가능한 물질에 관한 것임(이하 분석 생략)

23. PCT/CN2015/085386(2015.07.29.) (#2-4) CNN을 이용한 물체 인식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CN2015/085386

2015.07.29

Object detection with neural network
Nokia Technologies Oy
G06K9/00,G06K9/46,G06K9/62,G06K9/

G06K9/4628,G06K9/3233,G06K9/6268,G06K9/6273,G06N3/045

32,G06N3/04

4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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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등록
일본: 거절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9.30.) → 청구범위 보정(2019.11.22.) → 등록결정
(2019.12.6.)

Ÿ

일본: 청구항 보정(2018.2.16.)

→ 거절이유통지(진보성, 2019.4.5.) → 거절결정(2019.10.9.) (→ 심판청구(2020.1.15.))

Ÿ

중국: (CN 201580081941.A 조회 실패)

24. PCT/EP2015/076685(2015.11.16.) (#2-7) 기계학습에 의한 FFR의
추출(기계학습의 의료진단에의 응용, 명세서 기재 요건)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PCT/EP2015/076685

2015.11.16

Method and system for purely geometric machine learning based fractional flow reserve
Siemens Healthcare GmbH
A61B6/5217,G06F19/00,G06K9/52,G06K9/6201,G06K9/627,G0
A61B6/00,G06T7/00,G06K9/52,G06K9/
62,A61B5/00,A61B5/026,A61B8/06,A61

IPC,CPC:

B8/08,G06T7/11,A61B6/03,G16H50/50,
G16H50/20,G16H30/20,G16H30/40,G16
H20/00,A61B5/02,A61B8/00,G06F19/00

6K9/6262,G06T7/0012,G06T7/11,G16H20/00,G16H30/20,G16H
30/40,A61B5/026,G16H50/20,G16H50/50,H05K999/99,A61B5/
02007,A61B5/02028,A61B5/0263,A61B5/743,A61B6/469,A61B
8/469,A61B2576/00,A61B5/7267,G06F19/321,G06T2200/04,G0
6T2207/10072,G06T2207/10076,G06T2207/20081,G06T2207/3
0101,G06T2207/30104,A61B6/032,A61B6/504,A61B6/507,A61
B8/06,A61B8/065,A61B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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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후거절이유 통지전 보정(2018.11.15.)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미국, 일본: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환자의 관상동맥(冠狀-) 등에서의 Fractional flow reserve(FFR)등의

‘혈액

동역학 인덱스’(hemodynamic index) 값을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 기계학습을 의료 진단 부분에 응용한 기술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3.5.) → 청구항 한정 보정(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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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제출(2019.4.26.)

→ 등록결정(2019.8.13.)

Ÿ

일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환자와 무관한 관상동맥수 형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는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넓게 기재되어 있어, ‘뒷받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이유 통지(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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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한정 보정서, 의견서(2018.12.10.)

→ 등록결정(2019.5.14.)

☞

Ÿ

유럽: 자발적 청구항 보정(2017.12.18.)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3.31.)

환자의

관상동맥(冠狀-)

등에서의

Fractional

flow

reserve(FFR)등의

‘혈액

동역학

인덱

스’(hemodynamic index) 값을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계학
습을 의료 진단 부분에 응용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미국, 일본에서 등록결정 되고, 진보성 거절이유가
통지된 중국에서도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는 통지되지 않은 점이 주목됨

25. PCT/IB2015/058995(2015.11.20.) (#2-8) 기계학습에 의한 목적 이미지
생성(기재불비)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IB2015/058995

2015.11.20

Systems and methods for translation of medical imaging using machine learning
KONINKLIJKE PHILIPS N.V.,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UNIVERSITY HOSPITALS MEDICAL
GROUP, INC.
A61B1/00,G06T11/00,G06T5/00,A61B5/

G06T11/006,G06T5/007,G06T2207/10081,G06T2207/10088,G0

00

6T2207/10104,G06T2207/20081,G06T2207/20221

청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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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항 An image generation system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20항 A 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um
(없음)
한국
미국: 등록결정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관심있는 지역에 관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복수의 이미지로부터 이를 기
계학습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특허적격성(mental

activity

→

abstract

idea),

(2018.12.12.)
→ 보정서 제출(2019.3.5.)

→ 등록결정(2019.9.18.)

Ÿ

일본: 청구항 불명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28.)
→ 청구항 보정서, 의견서(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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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거절이유

통지

Ÿ

유럽: EPC 84조(청구항 명확성) 거절이유 통지(“복수의 후보 이미지와 이에 대응하는
목적이미지를 이용하여 변환을 학습시킨다”에서 복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
습을 시키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0.7.6.)

Ÿ

중국: 신규성, 진보성 부정 거절이유통지(2020.1.22. & 2020.7.22.)

☞ 유럽특허청에서는 타 국가의 특허청에서와 달리, 청구항에서는 관심있는 지역에 관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복수의 이미지로부터 이를 기계학습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기계학습에 의하여 목적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항 기재불비의 거절이유를 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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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CT/US2016/020742(2016.03.03.) (#2-9) 앙상블 기계학습(기재요건 충족)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PCT/US2016/020742

IPC,CPC:

G06F19/24,G06F19/00,G06F19/18

2016.03.03

10-2017-7027662

Ensemble-Based Research Recommendation Systems And Methods
Nantomics, LLC
G16B40/00,G06F19/24,G16B20/00,G06F19/18,G16H40/20,G06

F19/345,G16H50/20
1. A clinical research project machine learning computer system comprising: at least one processor; at
least one memory coupled with the processor and configured to store: a genomic data set
representative of tissue samples taken from a cohort; a clinical outcome data set associated with
the cohort and representative of clinical outcomes of the tissue samples after a treatment; and
wherein the genomic data set and the clinical outcome data are related to a plurality of potential
research projects; and at least one modeling engine executable on the at last one processor
according to software instructions stored in the at least one memory, and that configures the

청구항1:

processor to: obtain a set of prediction model templates; generate an ensemble of trained clinical
outcome prediction models based on the set of prediction model templates and as a function of
the genomic data set and the clinical outcome data set, wherein each trained clinical outcome
prediction model comprises model characteristic metrics that represent attributes of the
corresponding trained clinical outcome prediction model; generate a ranked listing of potential
research projects selected from the of the plurality of potential research projects according to
ranking criteria depending on the prediction model characteristic metrics of the plurality of trained
clinical outcome prediction models; and cause a device to present the ranked listing of the
potential research projects.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claims 26-30: method
한국
기타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게놈 데이터 세트와 임상결과 데이터 세트로 앙상블29) 기계학습을 시켜서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기계 학습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10.18.) → 의견서, 보정서

청구항 1. (등록특허 공보)
임상 연구 프로젝트 기계 학습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와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로서,
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조직 샘플을 나타내는 게놈 데이터 세트; 및
상기 집단과 연관되고 치료 후 상기 조직 샘플의 임상 결과를 나타내는 임상 결과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
도록 구성되고,
상기 게놈 데이터 세트 및 상기 임상 결과 데이터는 복수의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적어도 하
나의 메모리;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명령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상에서 실

29) 기계학습 분야에서 ‘앙상블’(ensemble)은 분류나 회귀모델과 같은 일련의 복수의 예측기를 한꺼번에 이르는 용어
이다. 오릴리앙 제롱, 박해선 역,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Kearn, Keras & TensorFlow, 한
빛미디어, 2020, 245면(“일련의 예측기를 앙상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를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이라
고 하며, 앙상블 학습 알고리즘을 앙상블 방법(ensemble method)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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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모델링 엔진을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모델링 엔진은:
한 세트의 예측 모델 템플릿을 획득하고;
상기 예측 모델 템플릿의 세트에 기초하여 그리고 상기 게놈 데이터 세트 및 상기 임상 결과 데이터 세
트의 함수로서 훈련된(trained) 임상 결과 예측 모델의 앙상블을 생성하되, 각각의 상기 훈련된 임상
결과 예측 모델은 대응하는 훈련된 임상 결과 예측 모델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델 특성 측정 기준을
포함하고;
상기 훈련된 임상 결과 예측 모델의 앙상블을 상기 속성에 기초하여 복수의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와 상
관시키고;
복수의 상기 훈련된 임상 결과 예측 모델의 예측 모델 특성 측정 기준에 따른 순위 지정 기준에 따라 상
기 복수의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선택된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의 순위 지정 목록을 생성하고;
그리고
장치가 상기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의 순위 지정 목록을 제공하도록;
상기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시스템.

→ 등록결정(2019.2.18.) (→ 분할출원)

Ÿ

미국: ‘특허대상 적격성’(추상적 사상) 거절이유통지(202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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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등록결정(2018.5.15.)

Ÿ

유럽: 신규성 거절이유통지(D1: US 2006/173663 A1, 보정시 진보성 거절극복 필요성
기술, 2018.11.22.) → 취하서(2020.5.4.)

Ÿ

중국: (미확인)

☞ 게놈 데이터 세트와 임상결과 데이터 세트로 ‘앙상블 기계학습’을 시켜서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생성하
는 기계 학습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 성립성(미국) 혹은 진보성(유럽)은 문제삼
고 있으나, 명세서 기재요건은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됨

27. PCT/KR2016/005807(2016.06.01.) (#2-10)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KR2016/005807

2016.06.01

10-2016-0063996

METHOD FOR OPE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 DISPLA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 DISPLAY
Seon Pil KIM
G06F3/01,G06F3/147,G06K9/00,G10L2

G06F3/012,G06F3/147,G06K9/00315,G06N20/00,G10L17/22,G

5/63,G10L17/22,G10L17/00,G06N20/00
【청구항 1】

10L17/005,G10L25/63

인공 지능 투명 디스플레이의 동작 방법은,
상기 인공 지능 투명 디스플레이에 구현된 복수의 센서가 사용자 정보를 센싱하는 단계;

청구항1:

상기 인공 지능 투명 디스플레이에 구현된 인공 지능 프로세서가 상기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반응 동작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인공 지능 투명 디스플레이에 구현된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서 출력되는 인공 지능 객체가 상기 반응
동작 정보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기타
청구항:

제6-10항 디스플레이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결정(2018.9.18.)
미국: 신규성 거절이유통지(2020.2.24.)
일본: 거절결정(2020.6.23.)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의견제출통지(2018.3.16.) → 의견서, 보정서(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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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18.9.18.)

Ÿ

미국: 신규성 거절이유 통지(2020.2.24)

... (생략)

Ÿ

일본: 진보성, 뒷받침요건 거절이유통지(2019.12.3.) → (의견서, 보정서 없음) → 거절
결정(2020.6.23.)

☞ 사용자의 표정 변화 등을 감지하여 인공지능에 의하여 처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한
국에서는 특허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뒷받침 요건 기재불비로 거절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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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CT/KR2016/007668(2016.07.14) (#2-11) 기도의 이물질 제거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PCT/KR2016/007668

IPC,CPC:

G16H20/40,A61M1/00

2016.07.14

AUTONOMICALLY 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DEVICE TO ALLEVIATE PAIN
OF PATIENT AND METHOD OF CONTROLLING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DEVICE
LMECA CO., LTD.
G16H20/40,A61M1/0031,A61M1/008,A61M2205/3375,A61M25/
007,A61M2230/205,A61M2210/1039,A61M2205/3334,A61M223
0/04

청구항1:

기타
청구항:

-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결정
일본, 미국: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카테터를 이용하여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흡입 압력을 조정하면서 이물질
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인공지능형 의료 흡입 시스템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기계학습 등
고수준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특징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 발명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의견제출통지 → 의견서, 보정서 → 등록결정(2017.2.19.) (→ 일부 분할출원) →
등록결정(2018.5.21.)

Ÿ

미국: (거절이유통지 없이) 등록결정(2020.5.28.)

Ÿ

일본: 거절이유통지(2019.9.24.) → 의견서, 보정서(20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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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20.4.21.)

Ÿ

중국: 거절이유통지(2020.3.27.)

☞ 명세서 등에서는 인공지능형 의료기기로 기술하고 있으나 당해 발명은 흡입 압력 등을 확인하여 카테
터를 삽입하면서 기도의 이물질을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뿐으로, 통상의 고
수준의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기계학습의 특징은 보여주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발명
임30)

29. PCT/KR2016/011331(2016.10.11) (#2-12) DNN의 의료 진단 응용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KR2016/011331

2016.10.11

10-2015-0168524 (2015.11.30)

Cell abnormality diagnosis system using DNN learning, and diagnosis management method of the same
Wook-Bin Im
G16H50/20,G06N3/08,G06K9/00,G16H4

G16H50/20,G06K9/00147,G06N3/08,G06N3/10,G06T7/0012,G1

0/20,G06N3/10,G06T7/00
6H40/20
1. A cell abnormality diagnosis system using a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comprising a cell
diagnosis device installed in each hospital for determining normal cells or dangerous cells on the
basis of a neural network as to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and a neural network learning server
being connected to a plurality of cell diagnosis devices via world-wide-web for performing the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on the neural network for each of the cell diagnosis devices with a

청구항1:

reflecting actual diagnosis result for patients in the corresponding hospital, wherein the cell
abnormality diagnosis system comprising: a cell diagnosis device installed in each hospital
including: a neural network modeler of storing a low-rank neural network model which is
pre-learned so as to differentiate normal cells from dangerous cells, a cell image processor of
providing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from outside into the low-rank neural network model in
pixel basis, a cell abnormality diagnoser of detecting abnormality out of the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which is provided by the cell image processor, a diagnosis data provider of uploading to

30) 인공지능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능을 구현한 발명으로 본다면, 탁상 계산기도 저수준의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상기 출원 발명을 인공지능이 아닌 발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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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ural network learning server the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and diagnostic result data
which are obtained by the actual diagnosis result for patients in the hospital in which the cell
diagnosis device is installed, and a neural network model cumulative updater of downloading a
upgrade neural network model being the Deep Neural Network learned from the neural network
learning server so as to substitute the low-rank neural network model with the downloaded upgrade
neural network model; and the neural network learning server being connected to the plurality of
cell diagnosis devices via world-wide-web for performing the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on the
neural network for each of the cell diagnosis device with reflecting actual diagnosis result for
patients in corresponding hospital including: a cumulative learning model generator of being
uploaded by the cell diagnosis device with the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and the diagnostic
result data which are obtained by the actual diagnosis result for patients in the corresponding
hospitals and then of performing the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on the low-rank neural network
model of the cell diagnosis device on the basis of the uploaded so as to generate an upgrade
neural network model for the cell diagnosis device, and a cumulative learning model provider,
which is not the diagnosis data provider, of providing the upgrade neural network model by
downloading to the cell diagnosis device which has uploaded the inspection-subject cell photos
and the diagnostic result data. (자발 한정 보정후 청구항)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
미국: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심층 신경망(DNN)을 이용하여 비정상 세포를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신경망을 의학 진단 분야에 응용한 발명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거절이유통지(2017.8.4.) → 의견서, 보정서 → 등록결정(2018.1.15.)

Ÿ

미국: (자발적 청구항 한정 보정후) 등록결정(2018.9.4.)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28.)

30. PCT/KR2016/012474(2016.11.01)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제공 방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KR2016/012474

2016.11.01

METHOD AND DEVICE FOR PROVIDING NOTES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RRELATION CALCULATION
FASOO.COM CO., LTD.
G06F17/27,G06F17/30
G06F17/2765,G06N99/005,G06F17/2735,G06F17/30731
1. A note providing method performed in a note providing device that interworks with a user terminal,
the method comprising: constructing a keyword DB by extracting a keyword from a note generated

청구항1:

through the user terminal and reflecting a weight calculated through machine learning using the
extracted keyword; and calculating a correlation score for each of a plurality of target notes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correlated with a reference note using the keyword DB.
9. A note providing method performed in a user terminal that interworks with a note providing device,
the method comprising: (...) .
(관련특허출원) 등록 결정
한국
일본: 등록 결정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된 노트로부터 추출한 키워드에 대하여 기계학습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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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제공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KR.20150187837.A 출원(2015.12.28.)

【청구항 1】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노트 제공 장치에서 수행되는 노트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통해 생성된 노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한 기계 학습
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키워드 DB를 구축하는 단계; 및
상기 키워드 DB를 이용하여, 기준 노트와 연관되는 복수의 대상 노트 각각에 대한 연관 스코어를 산출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노트 제공 방법.

→ 거절이유통지(2016.8.23.) → 의견서, 보정서(2016.10.21.)
→ 등록결정(2016.12.28.)

Ÿ

미국: 특허적격성(추상적 사상),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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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의견서 제출(2020.7.15.)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7.16.) → 의견서, 보정서(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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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19.12.24.)
☞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된 노트로부터 추출한 키워드에 대하여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노트 상호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노트 제공 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성립성을 인정하여 특허등
록되었으나, 미국에서는 특허대상 적격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ISR

31. PCT/US2015/033480(2015.06.01) (#2-14)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5/033480

2015.06.01

CLOUD SERVICE SUPPLEMENTING EMBEDD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NGINE
THOMSON LICENSING
G06F17/27,G06N5/02,G06F9/44,H04L1
2/66,H04L12/24

G06F17/2785,H04L41/16,H04L67/28,G06F9/4421,G06F9/448,
G06F9/451,G06F17/2705,G06N5/02,H04L12/66,H04L41/0803,

H04L41/0813
1. A system, comprising: a gateway portion, embedded in a gateway device, having an embedded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for processing command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a
supplemental cloud server portion having a supplem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for processing,

청구항1:

using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commands unable to be processed by the embedded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wherein the gateway portion further comprises a configuration and
status interface for performing at least one of diagnostic operations, configuration operations, and
status operations, on the gateway device responsive to instructions from any of the embedded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and the supplem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2-20항: method
한국
기타

국내단계 진입(2016.12.16.)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국내단계 진입(2016.12.16.)

Ÿ

미국: (PCT ISR) 신규성, 진보성 부정(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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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국내단계 진입(2017.2.15.)

Ÿ

유럽: 신규성, 진보성 부정 의견제출통지서(2020.3.23.)

Ÿ

중국: (미확인)

32. PCT/GB2016/053071(2016.10.03) (#2-15) 데이터세트의 반자동 라벨링(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요건)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GB2016/053071

2016.10.03

SEMI-AUTOMATIC LABELLING OF DATASETS
Alexandre DALYAC,Razvan RANCA,Robert HOGAN,Nathaniel John MCALEESE-PARK,Ken CHATFIELD
G06K9/32,G06N99/00,G06K9/62,G06N5 G06K9/3241,G06N99/005,G06K9/6259,G06K2209/23,G06N5/0
/04,G06N7/08
46,G06N7/08,G06K9/6218
1. A method of modelling an unlabelled or partially labelled target dataset with a machine learning
model for classification or regression comprising: processing the target dataset by the machine

청구항1:

learning model; preparing a subgroup of the target dataset for presentation to a user for labelling
or label verification; receiving label verification or user re-labelling or user labelling of the subgroup;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and re-processing the updated target dataset by the machine learning model
20. A computational model for estimating vehicle damage repair produced by a method according to
any of claims 12 to 19.
한국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출원발명은 복수의 라벨링되지 않은 차량 이미지들에 대한 기계학습 방법으로
차량의 손상 수리를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 계산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국제출원일: 2016.10.03

Ÿ

한국: 국내단계 진입(2018.4.30.) → 서지적 보정서(위임장) 제출(201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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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차량 수리의 추정부분: (명세서 단락[10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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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에는, 자동차의 이미지에 대한 CNN 등의 심층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손상된 자
동차 부위에 대한 수리 혹은 교체 할지 여부를 예측하고, 부품의 가격 및 그 수리비용을 계산하고, 이
로부터 전체 수리비용을 신뢰구간(예: 95%)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음

Ÿ

미국: 청구항 보정서(2019.10.2.)

Ÿ

일본: 청구항 보정서(2019.9.25.)

Ÿ

유럽: (ISA 견해서) (청구항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명확하여 신규성, 진보성 판단 생략)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부정(2018.4.26.)
청구항이 불명확한 사유 중의 하나로, “substantially,”, “A and/or B”의 기재를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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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심하여, 유의미한 검색이 불가능 → 신규성, 진보성 판단 생략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에 관한 설명
청구항 1항

청구항 1-26, 29-30항에서, 청구항 방법의 구현 과정이 장치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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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mental acts)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된 기술을 실시하기에 충분
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 청구항 보정서(2018.11.26.)
☞ 청구항에 기술된 방법의 단계 중에서 라벨링 등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에 의하여 구현될 여지가 있는
등, 청구항 발명이 장치에 의하여 전적으로 구현되지 않아서 청구항에 정신적 작용이 배제되어 있지
않음(PCT Regulation 67.1(iii)31) 위반). 이는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임로 해석됨.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
고 있는 점이 주목됨

Ÿ

중국: (미확인)

☞ 유럽특허청에서는 청구항에서 ‘기계학습’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인간의 두뇌’에서도 ‘기계학습’이 수행
된다고 하면서(“according to neuroscience, the brqain performs many machine-learning
computations”), 청구항의 라벨링 등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에 의하여 구현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된 발명이 장치에 의하여 전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단계가 인간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만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예: 용법, 용량 한정 의약용도발명, 모발 웨이브 형성 방법의 성립성 인
정 사례), 유럽 특허청의 사례와 같이 청구항의 단계가 인간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

31) Regulations under the PCT Rule 67 Subject Matter under Article 34(4)(a)(i)
No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shall be required to carry out an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o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and to the extent to which, its subject
matter is any of the following:
(iii) schemes, rules or methods of doing business, performing purely mental acts or playin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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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특허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판단기준으로 보임
☞ 더구나, 청구항의 단계는 ‘기계학습’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기계학습’은 인간의 두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을 모사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계학습으로 한정된 청구항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간의 순수한 지적활동’으로
보기 힘들 것임
☞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에는, 자동차의 이미지에 대한 CNN 등의 심층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손상
된 자동차 부위에 대한 수리 혹은 교체 할지 여부를 예측하고, 부품의 가격 및 그 수리비용을 계산하
고, 이로부터 전체 수리비용을 신뢰구간(예: 95%)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고, 자동차의 손
상부위의 형태 등과 자동차의 손상된 부품의 교체/수리 여부, 수리/교체 비용 등에는 일정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이미지에 대하여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를 이용하여 기계학습하
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및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수의 학습이미지에 대하여 이를 CNN 등으로 기계학습하여 분류, 회귀 모델의 생성을 통하여, 예측하
는 것은, 기계학습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계학습 방법에 기존의 CNN과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상된 자동차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리비를 예측하는 분야에 단순히 기계학습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면 그 진보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나, 이러한 적용에 의하여 예측의 정확도나 신속성 등
에서 효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3. PCT/CN2016/102265(2016.10.17) (#2-16)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PCT/CN2016/102265

2016.10.17

Machine learning system and method of classifying an application link as broken or working
Google LLC
H03K5/19,H04L29/14,G06F16/955,H04L

IPC,CPC:

29/08,H04L12/24,G06N20/00,G06F11/3
4,G06F11/30

G06F16/9566,G06F11/3055,G06F11/3058,G06F11/3065,G06F1
1/3089,G06F11/34,G06F11/3438,G06F11/3452,H04L67/02,G06
F16/9558,G06N20/00,H04L41/16,H04L67/22,H04L67/36,H04L6
7/327,H04L69/329,G06F11/30,G06F11/3051

청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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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구항:

claim 9. method.

출원경과:

claim 16. The non-transitory computer storage medium
한국
기타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일부 청구항(청구항 제15-20항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코딩된 컴퓨터 저장매
체’) 기재불비 → 보정서(‘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비-일시적인 컴퓨터-판
독가능 저장매체’), 의견서 → 등록결정(2018.8.28.)

Ÿ

미국: 제1항 등은, ‘법정 특허대상’(statutory subject-matter) 아님(2019.11.29.),

→ ‘하드웨어 구성(data storage device)’ 일부 추가 한정 보정으로 거절이유 해소
청구항의 저장장치에 ‘휘발성 메모리’도 포함되어 있어 ‘법정 특허대상’ 아님(2019.11. 29.).

→ ‘비휘발성 메모리’(non-transitory memory)로 한정하여 거절이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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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20.1.10.)32)

Ÿ

일본: 일부 청구항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19.8.27.) → 보정서, 의견서(2019.10.7.)
→ 등록결정(2020.3.9.)

Ÿ

유럽: (ISA 견해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긍정(2019.5.9.) → 심사개시
(2020.7.28.)

Ÿ

중국: (미확인)

34. PCT/US2016/064028(2016.11.29) (#2-17)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6/064028

2016.11.29

AUTOMATED CARDIAC VOLUME SEGMENTATION
ARTERYS INC.
G01R33/56,G06T7/11,G06N3/02,G01R3
3/563
A machine learning system, comprising:

G01R33/5608,G06T7/11,G01R33/561,G01R33/56308,G06N3/02

at least one nontransitory processor-readable storage medium that stores at least one of
processor-executable instructions or data;
and at least one processor communicably coupled to the at least one nontransitory processor-readable
storage medium,
the at least one processor:

청구항1:

receives learning data comprising a plurality of batches of labeled image sets, each image set
comprising image data representative of an anatomical structure, and each image set including at
least one label which identifies the region of a particular part of the anatomical structure depicted
in each image of the image set;
trains a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model to segment at least one part of the
anatomical structure utilizing the received learning data;
and stores the trained CNN model in the at least one nontransitory processor-readable storage
medium of the machine learning system.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24. A method
한국
기타

(없음)
진행중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 CNN을 이용한 의료화상 기계 학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인 학습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32) 본 출원에 대해서는 2020.1.10. 등록결정 이후인 2020.2.19. 추가로 IDS 제출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2020.3.20. 재차 등록결정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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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ISA 견해서) 진보성 부정(2017.6.1.)33)

Ÿ

일본: 심사청구(2019.10.25.)

Ÿ

유럽: 명세서 보정(2020.1.28.)

→ 진보성 거절이유통지(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2020.2.25.)
→ 취하간주(2020.7.28.)

Ÿ

중국:(미확인)

35. PCT/US2016/023929(2016.03.24) (#2-18) 기계학습에 의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중국 의료행위)

33) 미국에서 PCT 출원인데, ISA견해서가 한국 특허청(ISA/KR)에서 작성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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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6/023929

2016.03.24

METHOD AND SYSTEM FOR AUTOMATED BRAIN TUMOR DIAGNOSIS USING IMAGE CLASSIFICATION
Siemens Aktiengesellschaft,Siemens Aktiengesellschaft
G06K9/00147,A61B1/00009,A61B5/4255,G06K9/6255,G06T7/0
G06K9/00,G06K9/62,G06T7/00
012
A method for classifying tissue in one or more endomicroscopy images, comprising:
extracting local feature descriptors from an endomicroscopy image;
encoding each of the local feature descriptors into a coded local feature descriptor using a learnt
discriminative dictionary, wherein (a) each coded local feature descriptor comprises a vector of

청구항1:

reconstruction coefficients for reconstructing the local feature descriptor as a linear combination of
bases of the learnt discriminative dictionary (b) the learnt discriminative dictionary includes
class-specific sub-dictionaries and penalizes correlation between bases of sub-dictionar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classes;
and applying a machine learning-based classifier to classify tissue in the endomicroscopy image into
one of a plurality of classes based on the coded local feature descriptors.
17. An apparatus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25. A 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um
한국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미세 내시경 영상을 조직별로 분류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
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ISA 견해서) 신규성, 진보성 부정(2017.10.3.)

Ÿ

일본: 신규성(1항 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10.22.) → 거절결정(2019.6.3.)

Ÿ

유럽: (ISA 견해서) 신규성, 진보성 부정(2017.10.17.) → 취하간주(2019.10.29.)

Ÿ

중국: “인간 치료방법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5조 소정의 불특허 대상”, 진보성 거절
(2020.4.3.)

청구항 15-33항, 진보성 없음
청구항 1-14항, 특허법 제25조 불특허 사유

- 심사의견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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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 1-14는 특허법 제25조를 준수하지 않는다.
제1항 내지 제14항은, 하나 혹은 복수의 미세 내시경 이미지에서 조직을 분류하는 방법, 환
자의 미세 내시경 이미지에서 조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환자 이
미지의 획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자를 직접 실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환자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이 방법은 살아있는 인체을 직접실시 대상으로 하고, 이 방법은 미세 내시경
이미지에서 조직의 분류 결과를 획득하고, 분류 결과에 기초하여 미세 내시경 이미지의 조직
을 신경교아종(神経膠芽腫) 또는 수막종(髓膜腫)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목적은
질병 진단 결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질병의 진단 방법에 속하므로 특허법 제25
조 제1단 제3항에 기술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중국에서는 의료 이미지를 기계학습 등의 방법으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
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중국 특허법 제25조에 불특허사유로 규정된 진단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주
목됨

36. PCT/EP2017/053678(2017.02.17) (#2-19)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EP2017/053678

2017.02.17

ANALOGUE ELECTRONIC NEURAL NETWORK
UNIVERSITAT ZURICH,UNIVERSITAT ZURICH
G06N3/063,G06N3/08,G06N3/04
G06N3/0635,G06N3/04,G06N3/08

청구항1:

(한국 2018.9.27. 국내단계 진입시 보정)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1항 등: 아놀로그 전자 뉴럴네트워크
한국
기타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7.22.)
일본: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적 신경망에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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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발명의 설명, 청구항)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7.22.)

Ÿ

미국: -

Ÿ

일본: 등록결정(2020.1.9.)

Ÿ

유럽: 취하간주(심사청구료 불납, 2018.4.6.)

Ÿ

중국: (미확인)

37. PCT/US2017/023047(2017.03.17) (#2-20)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7/023047

2017.03.17

GENERATING DEPENDENCY PARSES OF TEXT SEGMENTS USING NEURAL NETWORKS
GOGLE LLC
G06F17/27,G06N3/04,G06N3/08
G06F17/2705,G06F17/277,G06N3/084,G06N3/04
A system implemented by one or more computers, the system comprising:
a first neural network comprising:
one or more initial neural network layers configured to, for each token in an input text sequence:
receive a feature input for the token; and collectively process the feature input for the token to

청구항1:

generate an alternative representation of the feature input for use in determining a part of speech
of the token in the input text sequence;
and a dependency parsing neural network configured to: process the alternative representations of the
features for the tokens in the input text sequence generated by the one or more initial neural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network layers to generate a dependency parse of the input text sequence.
8. One or more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a encoded with instructions
9. A method
한국
기타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2.28.) → 의견서, 보정서(2020.4.24.)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5.21.) → 의견서, 보정서(2020.7.8.)

Ÿ

일본: 기재불비,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8.5.) → 거절결정(2020.4.20.)

Ÿ

유럽: 국내단계 진입(2018.7.23.) → (IPER) 진보성 부정(2018.9.26.)

Ÿ

중국: (미확인)

38. 10-2017-7018125(2015.11.13.) (#3-1) 물품의 유사도 검출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77018125

20151113

PCT/US2015/060712

유사 물품 검출
이베이 인크.
G06Q30/06 G06K9/52
G06K9/62 G06Q30/02
G06T7/60 G06T7/90
G06T11/60 G06F16/00
G06K9/46

G06Q30/0629 G06K9/52 G06K9/6215
G06Q30/0276 G06T7/60 G06T7/90 G06T11/60
G06F16/5838 G06K9/4642 G06K9/4652
G06K9/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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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시스템으로서,
판매를 위해 제공된 제1 제품과 연계된 제1 이미지 및 판매를 위해 제공된 제2 제품과 연계된 제
2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컴퓨팅 시스템
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매자에 대한 상기 제2 이미지의 제시를 변경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에 대한 상기 결정은,
상기 제1 이미지의 제1 이산 변환과 상기 제2 이미지의 제2 이산 변환 사이의 이산 변환 차이를
결정하는 것;
상기 제1 이미지에 대한 복수의 제1 강도 벡터들을 결정하는 것-상기 복수의 제1 강도 벡터들
각각은 상기 제1 이미지의 복수의 제1 화소들 중 상이한 하나의 제1 화소에 대응함-;
상기 제2 이미지에 대한 복수의 제2 강도 벡터들을 결정하는 것-상기 복수의 제2 강도 벡터들
각각은 상기 제2 이미지의 복수의 제2 화소들 중 상이한 하나의 제2 화소에 대응함-;
상기 복수의 제1 강도 벡터들과 상기 복수의 제2 강도 벡터들 사이의 강도 벡터 차이를 결정하는
것;
상기 제1 이미지의 제1 컬러 히스토그램과 상기 제2 이미지의 제2 컬러 히스토그램 사이의 컬러
차이를 결정하는 것; 및
상기 이산 변환 차이, 상기 강도 벡터 차이 및 상기 컬러 차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이미지와 상
기 제2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하는, 시스템.
9항 비일시적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15항 방법
한국

거절결정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발명은 판매제품과 유사물품을 검출하기 위하여 제품 이미지 상호간의 유사
도를 기계학습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재심사) 진보성 거절(2019.2.12.)

Ÿ

미국: 등록결정(2016.4.28.)

Ÿ

일본: (없음)

Ÿ

유럽: (IPROP, WOISA) 진보성 부정 거절이유통지(2017.7.18.)

Ÿ

중국: 26조4단(청구범위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3.30.)

39. 10-2017-7026921(2016.02.16.) (#3-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77026921

20160216

PCT/US2016/018079

중단된 작업들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적 미리알림들
구글 엘엘씨
G06Q10/10 G06F9/46
G06N99/00

G06Q10/10 G06F9/461 G06Q10/06316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청구항1:

컴퓨팅 디바이스(computing device)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processor)들에 의해, 상기 컴
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의 사용자에 의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표시하는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user interaction data)를 획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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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상기 사용자가 상
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작업(task)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을 중단했음을 시사(suggest)하
는 사건(event)의 발생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들에 의해, 상기 사용자가 상
기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한 상기 작업을 상기 사용
자가 완료하는데 실패했을 가능성(likelihood)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건의 발생의 검출 및 상기 가능성의 결정에 응답하여, 과거 미리알림 소비(historical
reminder consumption)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ⅰ) 작업-완료 미리알림(task-completion reminder)이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방식, 그리고
(ⅱ) 상기 사건의 발생의 검출 및 상기 가능성의 결정 이후 상기 작업-완료 미리알림이 상기 사
용자에게 제시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의 양을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상기 선택된 시간의 양 이후에 상기 선택된 방식으로 상기
작업-완료 미리알림이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의 출력으로서 상기 사용자에게 선택적으
로 제공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
기타
청구항:

14항 시스템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결정

▷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특징: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컴퓨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중,
작업을 중단하였음을 시사하는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학습이 기계학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문단 [7] 등) 중에 기재되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9.2.27.)

Ÿ

미국: 등록결정(2020.1.23.)

Ÿ

일본: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9.10.; 2019.4.22.) → (무대응) → 거절결정
(2019.12.2.)

Ÿ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12.6.) → 청구범위 보정서(2020.4.6.)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3.4.)

40. 10-2017-7033969(2016.04.21.)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77033969

20160421

PCT/CN2016/079811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및 시스템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
G06Q30/02 G06F16/00
G06Q50/10B0 G06Q30/06

G06Q30/02 G06F16/957 G06Q50/10B0
G06Q30/0601

컴퓨터 구현 방법에 있어서,
청구항1: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엔티티의 웹사이트의 복수의 서비스 시나리오들의 각각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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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대하여, 각각의 서비스 시나리오 - 상기 각각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상기 엔티티
의 웹사이트의 상이한 각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상이한 각 액세스 인터페이스임 - 에 액
세스한 복수의 사용자의 각 대표적 특징을 취득(acquire)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시나리오들 중 하나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to-be-matched product)의 특징을 획득(obtain)하는 단계;

제시될

매칭

대상

제품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상기 복수의 서비스 시나리오들의 각각의 서비스 시나리오의
각 사용자 특징 매핑값 - 상기 각각의 서비스 시나리오의 각 사용자 특징 매핑값은, 상기 서
비스 시나리오에 액세스한 복수의 사용자의 각 대표적 특징에 대한, 상기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매칭 대상 제품의 매칭 특징에 기초함 - 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상기 복수의 서비스 시나리오들 중에서, 타겟 서비스 시나리
오의 상기 각 사용자 특징 매핑값에 기초하여 상기 매칭 대상 제품에 대한 상기 타겟 서비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8항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것인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14항 시스템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3.27.)

Ÿ

미국:

특허대상

적격성

위반(§101)

거절이유통지(2020.2.12.)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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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제출

Ÿ

일본: 발명 해당성 거절이유통지(2020.3.31.) → 보정서 제출(2020.6.22.)

→ 특허등록결정(2020.7.6.)

Ÿ

유럽: (European search opinion)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10.9.) → 취하간주
(2019.6.14.)

Ÿ

중국: (미확인)

41. 10-2018-7010357(2016.10.14.) (#3-4)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US2016/057185
글로벌적으로 검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의 실시간 생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더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코포레이션
G06Q30/02 G06Q10/06
G06Q30/0201 G06Q10/067

1020187010357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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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복수의 국가로부터 검색(retrieve)된 국가 특정 데이터(country specific data)에 기반한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global business ranking)의 실시간 생성을 위한 네트워킹 시스템에 있
어서,
복수의 국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country data collection systems) — 상기 국가 특정 데이터는
복수의 국가 소스(source)로부터 수집됨 —;
상기 수집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국가 거래(trade) 데이터, 국가 재무(financial) 데이터, 및 국가
가치손상(derogatory) 정보로 카테고리화(categorize)하는 변환 엔진(transformation engine);
국가 관련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한 국가 내의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표시하는 매크로
(macro) 스코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매크로 스코어 프로세서;
청구항1:

비즈니스 활동도 및 질의 관련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상기 비즈니스 활동도 및 질의를 표시하는
신호 스코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호 스코어 프로세서;
병합된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국가 거래 데이터, 상기 국가 재무 데이터, 및 상기 국가 가
치손상 정보를 (i)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 (ii) 상기 매크로 스코어 데이터, 및
(iii) 상기 신호(signal) 스코어 데이터와 병합(merge)하고 그리고 상기 병합된 데이터를 글로
벌 거래 데이터, 글로벌 재무 데이터, 및 글로벌 가치손상 정보로 분류(sort)하는, 데이터/속
성 저장소(data/attribute repository); 및
실시간 기반으로 상기 글로벌 거래 데이터, 상기 글로벌 재무 데이터, 및 상기 글로벌 가치손상
정보 중 임의의 것을 검색하고 그리고 특정 비즈니스 개체(business entity)에 대한 상기 글
로벌 비즈니스 랭킹을 생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 프로세서(global business ranking
processor);를 포함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의 실시간 생성을 위한 네트워킹 시스템.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사용자에게 제공된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은, 신경 회로망(neural net)
또는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 프로세서로 피드 백(feed back)되어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을 개선시킴(명세서 [012]단)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3.10.0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1.28.) → 심판청구(USPTAB, 2020.6.29.)

Ÿ

일본: 심사청구(2019.7.29.)

Ÿ

유럽: (없음)

Ÿ

중국: (미확인)

42. 10-2018-7011555(2016.09.23.) (#3-5)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11555

20160923

PCT/US2016/053430

임무 기반의 게임-실행형 사이버 교육 시스템 및 방법
서케이든스 코퍼레이션
G06Q50/20 A63F13/85

G06Q50/20 A63F13/85 A63F9/24 G09B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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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F9/24 G09B9/00
G09B19/00 G06N3/00

G09B19/0053 G06N3/006

적어도 하나의 학생들에게 사이버 위협 인공 지능 상대에 대해 임무에 입각한 게임 방식의 사이버
위협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세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학생 스테이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서버로서, 적어도 하나의 학생 스테이션과
하나 또는 다수의 횟수로 통신하는 시스템 서버;
상기 시스템 서버와 관련하여 선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임무들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
이스로서, 각각의 선택 가능한 임무는 상기 임무를 위한 가상 사이버 임무 환경을 정의하는
임무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가상 사이버 임무 환경은 가상의 네트워크 및 하나 또는 다수
의 가상의 장치들 및 하나 또는 다수의 가상 도구들을 포함하는 선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임
무들이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교육 임무의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된 사이버 위협 교육 임무의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게임 서버를 구현하도록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시스템
서버의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비-일시적인 기계로 판독 가능한 코드;

청구항1:

상기 게임 서버에 의해 지시된 선택된 사이버 위협 교육 임무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협 교육 임무를 게임으로서 구현하는 데에 상기 게임 서버에 의해 사용될 가상의
하나 또는 다수의 가상 장치들 및 하나 또는 다수의 가상 도구들(툴)을 포함하는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가상 사이버 임무 환경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가상
리자를 구현하도록,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시스템 서버의 상기 프로세서에
될 수 있는 비-일시적인 기계로 판독 가능한 코드;

사이버 위
네트워크,
상기 임무
이벤트 관
의해 실행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생 스테이션이 상기 가상 사이버 임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적어도 하
나의 학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생에 의해 상기 학생 스테이션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입력 장치에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입력은 상기 가상 사이
버 임무 환경에서 학생 행동들을 생성하기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상 도구의 사용에 관
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을 포함하는 상기 게임 서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생에 대해 상기 사이버 위협 인공 지능 상대방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인공
지능 엔진을 구현하되, 상기 인공 지능 엔진은 상기 게임 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사이버 위협
교육 임무를 하는 동안 상기 학생의 행동들을 포함한 시스템 메시지 및 행동 정보를 수신하
고, 상기 시스템 메시지 및 동작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상기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변
화를 결정하고, 상기 학생 스테이션에 의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학생에게 표시되는 상대 행동
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인공 지능 엔진은 상기 인공 지능 엔진에 의해 생성된 상기 상대 행동
들을 상기 학생 행동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도록 하는 학습
구성 요소를 갖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고 상기 시스템 서버의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비-일시적인 기계로 판독 가능한 코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2.28.)

Ÿ

미국: (없음)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2.4.) → 보정서(2020.7.3.)

Ÿ

유럽: 청구범위 명확성,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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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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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이 부정됨

Ÿ

중국: (미확인)

43. 10-2018-7019505(2017.01.16.) (#3-6) 인공지능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방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PCT/CN2017/071318
1020187019505
20170116
다수의 이미지 일치성을 바탕으로 보험클레임 사기 방지를 실현하는 방법, 시스템, 기기
및 판독 가능 저장매체
핑안 테크놀로지 (션젼) 컴퍼니 리미티드
G06Q40/08 G06Q10/10
G06Q40/08 G06Q10/10 G06T7/0004
G06T7/00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업로드한 다수의 상이한 촬영각도로부터 촬영한 차량의 훼손확인 이미지
를 수신하는 단계;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각 훼손확인 이미지와 대응되는 차량부위를 분석하고 상기 훼손확인 이미지
에 대해 분류하여 동일한 차량부위의 훼손확인 이미지를 동일한 이미지 집합으로 분류하는
단계;
각 이미지 집합에서의 훼손확인 이미지에 대해 키 포인트 검출을 실행하여 각 이미지 집합에 대응
되는 차량부위의 키 포인트 특징을 획득하는 단계;

청구항1:

각 이미지 집합의 훼손확인 이미지에 대해 2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루핑하고 키 포인
트 매칭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i) 각 이미지 집합에 대응되는 상기 키 포인트 특징과 (ii) 상
기 동일한 이미지 집합의 각 이미지 그룹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키 포인트에 대해 매칭을 진
행함으로써 각 이미지 그룹에서의 훼손확인 이미지에 대한 적어도 한 그룹의 관련 키 포인트
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각 이미지 그룹에서의 상기 관련 키 포인트에 근거하여 선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 각 이
미지 그룹에 대응되는 특징 포인트 변환 매트릭스를 산출하고 상기 대응되는 특징 포인트 변
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이미지 그룹의 2 장의 이미지 중에서 한 장의 이미지를 상기 이
미지 그룹에서의 다른 한 장의 이미지와 동일한 촬영각도를 가지는 검증 대기 이미지로 변환
시키는 단계;
상기 검증 대기 이미지와 상기 이미지 그룹에서의 다른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 특징 파라미터 매
칭을 진행하는 단계; 및

- 211 -

상기 검증 대기 이미지와 상기 이미지 그룹에서의 다른 한 장의 이미지의 특징 파라미터가 매칭되
지 않을 경우 알림 정보를 생성하여 수신된 이미지에 사기 행위가 존재함을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이미지 일치성을 바탕으로 보험클레임 사기 방지를 실
현하는 방법.
11항 보험클레임 사기 방지기기.
16항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차량의 훼손에 관한 다수의 이미지 상호간에 특징적 파라미터를 비교하여 보험
사기 클레임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7.21.)

Ÿ

미국: 등록결정(2019.6.18.)

Ÿ

일본: 등록결정(2018.12.5.)

Ÿ

유럽: 청구항 기재불비(뒷받침요건),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3.13.) → 청구범위 보
정서(2020.6.2.)

Ÿ

중국: 등록결정(2017.11.28.)

44. 10-2018-7024401(2016.12.01.) (#3-7)
1020187024401

20161201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지연 감소

IPC,CPC:

G06F16/00 G06F3/0481
H04L29/06 H04L29/08

PCT/US2016/064369

구글 엘엘씨
G06F16/9574 G06F3/0481 G06N20/00
G06Q50/01 H04L63/0892 H04L63/102
H04L67/142 H04L67/22 H04L67/2842 H04L67/289
H04L67/306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사용자를 상기 주어진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통해 제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
어진 온라인 계정의 인가된 사용자로서 인증하는 단계;
상기 주어진 사용자에 대해, 그리고 상기 인증하는 단계에 응답하여, 계정과 관련된 데이터가 상
기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사용자 세션을 개시하는 단계, 상기 계정은 상기 계정에 엑세스하기
위한 크레덴셜들을 가지는 다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엑세스가능하며;
청구항1:

(i) 이전의 사용자 세션들 동안 상기 계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
리먼트들과의 상기 주어진 사용자의 인터렉션들 및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들과의
다른 사용자들의 다른 인터렉션들 간의 유사성들 또는 (ii) 상기 이전의 사용자 세션들 동안
상기 주어진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의 적어도 하나의 유형 및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의 적어도 하나의 유형 간의 유사성들에 기초하여, 상기 주어진 사용자가 할당
된 사용자 그룹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상기 계정과 관련된 제1 데이터세트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세트는 (i) 상기 이전의 사용자 세션들 동안 상기 주어진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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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유형들, (ii) 상기 주어진 사용자가 이전의 사용자 세션들 동안 인터렉션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들 및 (iii) 상기 주어진 사용자가 할당된 상기 사용자 그룹에 적어도 기
초하여 선택되며;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상기 주어진 사용자가 아닌 상기 사용자 그룹의 적어도 한 명
의 사용자에 의해 이전에 요청된 데이터의 유형들에 기초하여, 상기 계정과 관련된 제2 데이
터세트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계정에 대한 초기 계정 뷰에서 상기 제1 데이터세트의 적어도 일부를 제시하기 위해 상기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초기 계정 뷰는 단일 제시로 조합된
데이터의 다수의 상이한 유형들을 제시하고, 상기 계정의 오버뷰(overview)를 제공하며; 및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제2 데이터세트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기 전에 상기 제2 데
이터세트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제1 데
이터세트 또는 제2 데이터세트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는 경우 상기 계정에 대한 상기
제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함에 있어 지연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데이터세트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캐시(cache)되며 상기 초기 계정 뷰에 제시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9항 시스템
10항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저장 매체
한국
기타

등록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발명은 네트워크에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일부 실시예
에서 이러한 방법의 일부 구성이 기계학습 프로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이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부분(문단 [0088] “일부 구현예들에서, 기계 학습 프로세스는 사용자들의 사용자 프로필들 간
의 유사성들에 기초하여 사용자 그룹들을 생성하고 채우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계 학습 프로세
스는 결정 트리들, 신경 네트워크들, 딥 러닝 및/또는 클러스터링 기법34)들에 기초할 수 있다.”)에
기재되어 있다.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5.7.)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8.7.16.) → 출원 포기(2019.1.23.)

Ÿ

일본: 등록결정(2019.8.26.)

Ÿ

유럽: 등록결정(2020.3.26.)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2.3.)

45. 10-2018-7027903(2016.12.16.) (#3-8)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27903

20161216

PCT/US2016/067189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구글 엘엘씨
G06F16/00 G06N99/00
G06Q30/02 H04L29/08
H04L29/06

G06F16/435 G06F16/22 G06N20/00
G06Q30/0261 H04L67/06 H04L67/42

34) 클러스터링(군집화) 기법은 ‘비지도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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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속성 정보 및 콘텐츠 프리젠테이션 이후에 상기 복수의 사용자에 의한 온
라인 행동을 정량화하는 대응 프록시 메트릭(proxy metrics)을 포함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장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제3자 콘텐츠 제공자들로부터 수신된 제3자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상기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 내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상기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초하
여 제3자 콘텐츠 분배를 위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모델 생성기; 및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콘텐츠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제시될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
는 콘텐츠 분배 서버
를 포함하고,
상기 콘텐츠 분배 서버는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배포될 제3자 콘텐
츠를 선택하도록 상기 모델을 사용하며 그리고 선택된 제3자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상
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전송하며,
상기 모델은,
청구항1:
상기 요청으로부터 속성들의 세트를 획득하고, 상기 속성들의 세트는 상기 요청과 관련된 사용자
의 정보에 관한 것이며;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제3자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츠의 프리젠테이션 이후의 시점에서
사용자가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츠의 대상을 기억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기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용가능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되는 대상 기억력 정보(subject retention
information)가 임계 분량 이하인지를 결정하고;
상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가능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되는 대상 기억력 정보가
임계 분량 이하라는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속성들의 세트 및 상기 제3자 콘텐츠에 관한 정보
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기억력 정보가 상기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가능하
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제3자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될
대상 기억력을 나타내는 값을 갖는 프록시 메트릭을 이용함에 의해서, 상기 소정의 제3자 콘
텐츠의 프리젠테이션 이후의 시점에서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츠의 대상을 상기 사용자가 기
억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예측된 프록시 메트릭을 사용하여 그리고 상기 콘텐츠 분배 서버를 위해,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
츠의 대상을 상기 사용자가 기억함을 나타내는 값을 갖는 상기 예측된 프록시 메트릭에 기초
하여 분배될 상기 소정의 제3자 콘텐츠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2항 방법
20항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한국
기타

등록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한 방
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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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4.15.)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12.16.) → 의견서,보정서(2020.3.16.)

Ÿ

유럽: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진보성 부정(2019.1.8.)

☞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된 경우, 비기술적 특징은 진보성 평가에 기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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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1에서, ‘기술적 특징’은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비기술적 특징에 해당함.

☞ 비기술적 특징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의 제공’에 기여한다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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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술적 특징을 선행발명 D1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구현하는 것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
로, 진보성이 부정됨
→ 보정서(2019.7.31.) → 심사개시(2020.5.25.) → 거절이유 통지(2020.6.26.)

☞ IPROP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와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고 기술적 특징은 서치 리포트 작성을 위한 당초 청구항과 차이가 없어, IPROP의 거절이
유는 여전히 적용됨 ※(이하 IPROP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음)

Ÿ

중국: (미확인)

46. 10-2018-7034629(2016.09.01.)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영업방법에
특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34629

20160901

PCT/JP2016/075711

지적 재산 지원 시스템, 지적 재산 지원 방법 및 지적 재산 지원 프로그램
골드아이피 인크.
G06Q50/18 G06Q50/30D0
G06Q10/10

G06Q50/184 G06Q50/30D0 G06Q10/109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로부터 송신된,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취하는 통신부
와,
상기 사용자와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방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부
와,
상기 통신부가 수취한 상기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대화방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데이터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 송신하는 처리부와,
청구항1:

상기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취하는 입력 접수부와,
상기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부
를 더 포함하되,
상기 생성부는, 상기 지적 재산에 관한 소정의 질문을 상기 대화방에서 표시하고,
상기 기억부는,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한 상기 소정의 질문에 대한 상기 사용자의 회답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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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상기 회답에 대해 선행 문헌 조사의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IP 리에종부를 포함하는, 지적 재산 지
원 시스템.
10항: 방법
11항: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저장된 지적 재산 지원 프로그램.
한국
기타

등록
일본: 등록; 미국, 유럽: 거절

▷ 발명의 기술적 특징: 변리사나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행하는 지적재산에 관한 절차 중에서 일부 절
차를 기계학습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재산 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9.7.19.)

Ÿ

미국: 특허대상 적격성(§101),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5.2.)

☞ 1단계: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고 이는 4 종류의 ‘법정 카테고리’에 해당함

☞ 2A-1단계: 청구항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법적
특허 대상의 예외인 ‘추상적 사상’에 해당함

☞ 2A-2단계: 추상적 사상을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구현하는 것만으로는 추상적 사상의 ‘실용적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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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되지 않음

☞ 2B 단계: 사법적 예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추가적 요소(예: 발명적 착상)이 있
다고 볼 수 없음
→ (출원인 무대응 →) 출원포기 통지(2019.11.29.)

Ÿ

일본: 등록결정(2017.7.25.)

Ÿ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5.20.)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합되어 있어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나, ‘비기술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도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계를 제어하거나, 그 작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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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데 사용되지 않고, ‘비용절감’과 같은 ‘영업적 이유’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결국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 취하간주(2019.10.29.)

Ÿ

중국: 진보성 부정 거절이유통지(2019.8.28.)

☞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지적재산에 관한 절차의 수행과정에 응용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특허등록되었으나, 미국에서는 특허대상 적격을 부정하고, 유럽과 중국에서는 비기술적 특
징을 제외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발명의
기술적 내용 보다는 비기술적인 절차의 수행에 특징이 있는 이러한 유형의 발명(영업방법 발명)에 대
한 각국의 취급이 상이한 점이 주목됨

47. 10-2019-7026070(2017.10.31.) (#3-10)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97026070

20171031

PCT/US2017/059400

비공개 상태와 공개 상태 사이의 전환
구글 엘엘씨
H04L12/58 G06Q10/10
H04L29/08

H04L51/16 G06Q10/107 H04L51/04 H04L51/063
H04L51/32 H04L67/22

컴퓨터 구현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둘 이상의 개별 메시지 교환 클라이언트를 작동하는 둘 이상의 참
가자 사이에서 진행중인 메시지 교환 스레드를 검사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검사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진행중인 메시지 교환 스레드
의 일부로서 둘 이상의 참가자 중 하나에 의해 둘 이상의 참가자 중 다른 하나로 향하는 하
나 이상의 메시지가 둘 이상의 참가자 중 적어도 주어진 참가자에 의해 비공개(private)로 간
주될 우도(likelihood)를 결정하는 단계;
청구항1: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결정된 우도가 하나 이상의 임계치를 만족하는지 결정하는 단
계;
결정된 우도가 하나 이상의 임계치를 만족한다는 결정에 응답하여 둘 이상의 메시지 교환 클라이
언트의 제1 메시지 교환 클라이언트를 비공개 상태로 자동으로 전환(transit)시키는 단계; 및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둘 이상의 메시지 교환 클라이언트의 제2 메시지 교환 클라이언트로, 제2 메시지 교환 클라이언트
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게 하는 커맨드를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전송은 결정된 우도가 하
나 이상의 임계치를 만족한다는 결정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17항 시스템
20항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한국
기타

등록

▷ 발명의 기술적 특징: SNS 등의 메시지 교환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개’ 혹은 ‘프라
이빗’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의 구현은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
(CNN), 순환 신경망(Recurrent NN) 모델, 등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명세서 [008]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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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3.18.)

Ÿ

미국: 청구항 (자발)보정(2019.3.29.) → 등록결정(2019.5.30.)

Ÿ

일본: (없음)

Ÿ

유럽: (IPROP, WOISA) 진보성 부정(2019.9.3.)

☞ 통상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
의 하드웨어에 관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 보정서 제출(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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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우선권증명서류 제출(2017.11.17.) (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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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 발명에 대한 IP5개국에서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판단 비교(※상세는 본문 참조)

#

(국제)출원번
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1-5

#1-9

10-2016-702
8651

10-2016-703
4098

2015.03.18

가소성 시냅스 관리(PLASTIC SYNAPSE

*****-**** 캘리포니아주

MANAGEMENT)

샌 디에고 모어하우스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

2017.06.29 대상으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 알파레타, 윈드워드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

-

등록결정

등록결정

-

-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2015.05.15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ROGRAMMING A ROBOT)
비허가 스펙트럼에서의 로드-기반 장비에

#1-12

10-2016-703
5926

대한 동적 대역폭 관리(DYNAMIC
2015.06.18 BANDWIDTH MANAGEMENT FOR
LOAD-BASED EQUIPMENT IN UNLICENSED
SPECTRUM)
통합 메모리 및 프로세서를 갖는 스마트

#1-22

10-2017-703
1190

2016.08.17

10-2017-703
4859

2016.06.03

#1-27

10-2017-703
5042
10-2017-703
6283

칼스뤼, 알버트 네스틀러

*****-****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모어하우스

기재불비
진보성

소니 주식회사(일본국
도쿄도 미나토쿠 코난
*-*-*)

아벤트, 인크.(미국, 조지아

방법()

파크웨이 ****)

HTP 게놈 공학 플랫폼에 의한 미생물

지머젠

IMPROVEMENT BY A HTP GENOMIC

그램 코드)

구글 엘엘씨(미국

(우:*****))

2016.12.07 균주 개량(MICROBIAL STRAIN

기재불비(프로

드라이브 ****)

PROCESSOR)

의료적 이미징 기반 절차에서 타겟 해부

등록결정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

QUALITY ASSESSMENT BASED ON

등록결정

스트라세 **)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1-26

게엠베하(독일, *****

HAVING INTEGRATED MEMORY AND

이미지 품질 평가(FULL REFERENCE IMAGE

진보성

드라이브 ****)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이미지 센서(SMART IMAGE SENSOR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완전 기준
#1-25

기재불비

등록결정

인코포레이티드(미국 ***** 등록결정
캘리포니아 에머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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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NGINEERING PLATFORM)

#1-35

10-2018-701
7016

모델 파라미터 조합 방법 및 장치(MODEL
2015.11.16 PARAMETER FUSION METHOD AND
APPARATUS)

스위트 *** 호턴 스트리트
****)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등록결정

-

-

진보성

등록결정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전자기 간섭 신호의
#1-36

10-2018-701
7888

2016.11.21

IP5개국에서

처리(PROCESSING ELECTROMAGNETIC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INTERFERENCE SIGNAL USING MACHINE

수원시 영통구...)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LEARNING)
분류기 모델과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사용한 원격 미디어 분류 쿼리에 대한
#1-38

10-2018-702
2348

2016.12.28

응답(RESPONDING TO REMOTE MEDIA
CLASSIFICATION QUERIES USING
CLASSIFIER MODELS AND CONTEXT
PARAMETERS)
산업 오브젝트들의 멀티-핸드 파지들을
위한 핸드 포지션들을 예측하기 위한

#1-39

10-2018-702
4532

2017.01.24

방법들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
TO PREDICT HAND POSITIONS FOR
MULTI-HAND GRASPS OF INDUSTRIAL
OBJECTS)

그레이스노트,
인코포레이티드(미국,
캘리포니아 *****,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

등록결정

신규성

-

신규성, 진보성 -

에머리빌, 슈트 ****, 포웰
스트리트 ****)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인크.(미합중국 텍사스
(우편번호 *****) 플라노
그래니트 파크웨이 ****
스위트 ***)
등록결정(학습

기초하는 그리고 환경에서의 미래 로봇
10-2018-703
5430

2017.05.16

긍정한 흔하지
않은 사례임

오브젝트(들)를 캡처하는 이미지(들)에

#1-42

모두 진보성

된 신경망

움직임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구글 엘엘씨(미국

사용하는 방법

로봇 환경에서의 오브젝트(들)의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모션(들)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머신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

학습 방법들 및 장치(MACHINE LEARNING

(우:*****))

등록결정

-

기재불비(청구 청구항을
항 불명확)

신경망을
학습하는

METHODS AND APPARATUS RELATED TO

방법으로 보정

PREDICTING MOTION(S) OF OBJECT(S) IN A

유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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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S ENVIRONMENT BASED ON
IMAGE(S) CAPTURING THE OBJECT(S) AND

등록결정)

BASED ON PARAMETER(S) FOR FUTURE
ROBOT MOVEMENT IN THE ENVIRONMENT)

#1-48

#1-49

10-2019-702
2969

10-2019-703
2042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및
2015.05.15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ROGRAMMING A ROBOT)
종단 간 텍스트 대 스피치
2018.03.29 변환(END-TO-END TEXT-TO-SPEECH
CONVERSION)

아티마인즈 로보틱스
게엠베하(독일, *****
칼스뤼, 알버트 네스틀러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

등록결정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엠피시어터 파크웨이 ****

기재불비(시스
템 청구항)

(우:*****))

AUTHENTICATING PHYSICAL OBJECTS
US20150251
2015.04.09
USING MACHINE LEARNING FROM
31
MICROSCOPIC VARIATIONS

ENTRUPY INC.

-

기재불비,
진보성

#2-4

CN20150853
2015.07.29 Object detection with neural network
86

Nokia Technologies Oy

-

등록결정

#2-7

EP20150766
85

Siemens Healthcare GmbH

-

등록결정

#2-8

Systems and methods for translation of
IB201505899
2015.11.20
medical imaging using machine
5
learning

KONINKLIJKE PHILIPS
N.V.,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UNIVERSIT
Y HOSPITALS
MEDICAL GROUP, INC.

등록결정

Nantomics, LLC

등록결정

특허적격성
거절이유통지

Seon Pil KIM

등록결정

뒷받침요건,
신규성
거절이유 진보성
통지
거절결정

-

-

LMECA CO., LTD.

등록결정

등록결정

-

거절이유통지

#2-9

#2-10

#2-11

Method and system for purely geometric
machine learning based fractional
flow reserve

Ensemble-Based Research
US20160207
2016.03.03
Recommendation Systems And
42
Methods
METHOD FOR OPE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T
KR20160058 2016.06.01
DISPLAY AND ARTIFICIAL
07
INTELLIGENCE TRANSPARENT
DISPLAY
AUTONOMICALLY 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KR20160076
2016.07.14
DEVICE TO ALLEVIATE PAIN OF
68
PATIENT AND METHOD OF
CONTROLLING ARTIFICIAL

국제분할출원

스트라세 **)
구글 엘엘씨(미국

#2-2

2015.11.16

#1-9의

진보성
거절결정
진보성
거절결정

등록결정

청구항 불명확
진보성
거절이유
등록결정

-

등록결정

-

-

(청구항보정)

청구항 불명확
거절이유통지
신규성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거절이유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

기계학습의
등록결정

특징은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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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저급한
수준의

INTELLIGENCE MEDICAL SUCTION
DEVICE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임

#2-12

Cell abnormality diagnosis system using
KR20160113
2016.10.11
DNN learning, and diagnosis
31
management method of the same

#2-13

KR20160124
2016.11.01
74

METHOD AND DEVICE FOR PROVIDING
NOTES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RRELATION
CALCULATION

Wook-Bin Im

등록결정

등록결정

-

FASOO.COM CO., LTD.

등록결정

특허적격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

-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

청구항 불명확
#2-15

GB20160530
SEMI-AUTOMATIC LABELLING OF
2016.10.03
71
DATASETS

Alexandre DALYAC,Razvan
RANCA,Robert
(국내단계진입
HOGAN,Nathaniel John
(보정서)
)
MCALEESE-PARK,Ken
CHATFIELD

산업상
(보정서)

이용가능성

-

부정
거절이유통지

Machine learning system and method of
classifying an application link as
broken or working

#2-16

CN20161022 2016.10.17
65

#2-17

US20160640 2016.11.29 AUTOMATED CARDIAC VOLUME
28
SEGMENTATION

#2-18

US20160239 2016.03.24
29

#2-19

EP20170536
78

#2-20

US20170230
2017.03.17
47

METHOD AND SYSTEM FOR AUTOMATED
BRAIN TUMOR DIAGNOSIS USING
IMAGE CLASSIFICATION

2017.02.17 ANALOGUE ELECTRONIC NEURAL
NETWORK
GENERATING DEPENDENCY PARSES OF
TEXT SEGMENTS USING NEURAL
NETWORKS

Google LLC

등록결정

(비휘발성
메모리
한정 후)
등록결정

등록결정

-

-

ARTERYS INC.

-

(ISA 진보성
부정)

(심사청구)

진보성 거절

-

Siemens
Aktiengesellschaft,Sie
mens
Aktiengesellschaft

(ISA 신규성,
진보성
부정)

(ISA 신규성,

불특허대상(인

-

거절결정

진보성 부정)

간치료방법)

취하간주

진보성 거절

취하간주

-

UNIVERSIT&#xc4;T
기재불비
Z&#xdc;RICH,UNIVERSI
거절이유 T&#xc4;T
통지
Z&#xdc;RICH

등록결정

기재불비
진보성
기재불비,
거절이유
거절이유
진보성
통지
통지

GOGL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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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R) 진보성
부정

-

거절결정
#3-1

10201770181
20151113
25

유사 물품 검출

이베이 인크.

진보성
거절결정

등록결정

-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청구범위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

#3-2

10201770269
20160216
21

중단된 작업들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적 미리알림들

구글 엘엘씨

등록결정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진보성
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3-3

10201770339
20160421
69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및 시스템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

등록결정

특허적격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후
취하간주

-

#3-4

10201870103 20161014
57

글로벌적으로 검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의 실시간
생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더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코포레이션

등록결정

진보성
(심사청구)
거절이유통지

-

-

#3-5

10201870115 20160923
55

임무 기반의 게임-실행형 사이버 교육
시스템 및 방법

서케이든스 코퍼레이션

등록결정

-

#3-6

10201870195 20170116
05

다수의 이미지 일치성을 바탕으로
보험클레임 사기 방지를 실현하는 방법,
시스템, 기기 및 판독 가능 저장매체

핑안 테크놀로지 (션젼)
컴퍼니 리미티드

등록결정

등록결정

#3-7

10201870244 20161201
01

지연 감소

구글 엘엘씨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출원포기)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3-8

10201870279
20161216
03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구글 엘엘씨

등록결정

진보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

#3-9

10201870346
20160901
29

지적 재산 지원 시스템, 지적 재산 지원
방법 및 지적 재산 지원 프로그램

골드아이피 인크.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취하간주)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비공개 상태와 공개 상태 사이의 전환

구글 엘엘씨

등록결정

10201970260
#3-10 70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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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특허적격성,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출원포기)
등록결정

-

청구항
기재불비,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청구항
기재불비(뒷받
침 요건),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IPROP, ISA
견해서) 진보성 부정

(여백)

제2절 IoT 서비스 관련 출원발명의 사례
l IoT 서비스 발명은 그 성립성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고, 용도의 차이에 따른 진보성 판단 심
사기준의 정립이 필요함에 유의하여 IoT 서비스 발명을 서비스 분야별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
석함에 유의함35)
- IoT 서비스 발명의 서비스 분야의 분류의 예로는 ①원격감시제어, ② 헬스케어, ③공공서비
스, ④ 전자상거래, ⑤스마트 팜 등으로 카테고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l 일본에서는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대해서, 2017년(평성29년) 4월부터 일종의 보충적 분류
코드인 ZIT코드36)를 부여하고 있는데, IoT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에 따라 ‘ZJA’ ~
‘ZJX’까지 12개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l 2020.7.말까지 ZIT코드가 부여되어 공개된(공개공보, 등록공보) 전체 건수는 1,878건(일부 중
복 포함)37)으로 분야별 ZIT 코드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다.
l 이 중에서, 최근 5년인 2015년 1월 ~ 2020년 6월까지 공개된 1,139건 중에서 분야별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건수

Zit
code

분야

전체38)

2015.1.~
2020.6.

국내 관련분야

ZJA

농업,어업,광업용 서비스 용도

40

23 5.스마트팜

ZJC

제조업용

93

70

ZJE

전기가스 수도 공급용

116

58 1.원격감시제어

ZJG

홈빌딩, 가전용

241

107 1.원격감시제어

ZJI

건설업용

22

14

ZJK

금융업용

65

58 4.전자상거래

ZJM

420

270 3.공공서비스

253

180 2.헬스케어

ZJR

서비스업용
건강관리용(병원, 의료, 진단),
사회복지사업용
물류용(예,창고,화물, 배달, 운송)

ZJT

교통용

339

ZJV

정보통신업용

112

42

ZJX

오락용,게임용

119

69

1,878

1,139

ZJP

계

58

41
207 3.공공서비스

35) 우선 ‘IoT 서비스 관련 사건’으로 국내에 PCT 국제출원되어 있는 사건을 KIPRIS의 특허·실용신안 검색 항목에서,
(AB=[IoT+사물인터넷+"사물 인터넷"]*FD=[20150101~20200630])으로 검색되는 전체 259건 중에서 국내의 최종 처
분이 ‘공개’로 되어 있는 건을 제외한 나머지 43건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1차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해외
특허 항목에서 (AB=[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사물 인터넷"]*IDT=[20150101~20200630])으로 검색하
면 총 4,812건(미국, 583건, 유럽 321건, PCT 3,089건, 일본 155건, 중국 664건)이 검색되는데, 실제의 심사가 이
루어지지 않는 PCT를 제외한 1,723건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36) 이를 일본에서는 ‘광역 facet코드’(広域ファセット分類記号)의 일종으로 부르고 있음.
37) ZIT 코드는 통상적으로 1개의 코드가 부여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복수의 ZIT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도 찾아 볼 수 있다. ex) 일본 공개공보 평29-115521호(“프로그램, 방법, 정보처리장치 및 서버장치”)의 경우에는
‘ZJA, ZJC, ZJM ZJT’의 4개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38) 2012년부터 2020년7월까지 공개공보 혹은 특허공보로 공지된 문헌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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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 IoT 서비스 관련 IP5 공통 출원 중 국내 종결 사건

#

출원번호

출원일자

국제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

네트워크 접속 채널 상태의 검출방법, 장치, 전자기기,
프로그램 및 기록매체(METHOD, APPARATUS,
1-1

10-2015-703
3155

2015.09.23

시아오미 아이엔씨.(중국,

H04L

1-2

0134

2015.11.05

심사진행상태

43/0811(2013.01)|H04

중국: 2019.9.12.

베이징, 하이디엔 디스트릭트, 12/26(2006.01)|H04L

L

01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UM FOR

미들 시얼치 로드, **야드,

12/28(2006.01)|H04L

43/045(2013.01)|H04L

DETECTING INTERNET CHANNEL STATE AND

*빌딩, *층, ***호)

29/08(2006.01)

12/2823(2013.01)|H04

거절이유통지(과다독립청

L 67/025(2013.01)

구항수, 신규성, 진보성)
미국, 일본: B

PCT/CN2015/0938
57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시아오미 아이엔씨.(중국,

프로그램 및 기록매체(METHOD AND APPARATUS,

베이징, 하이디엔

H04L

PROGRAM AND RECORDING MEDIUM FOR

디스트릭트, 미들 시얼치

29/08(2006.01)|H04M 67/36(2013.01)|H04L

IMPLEMENTING CONTROL OF SMART HARDWARE

로드, **야드, *빌딩, *층,

1/725(2006.01)

DEVICE)

***호)

등록결정(일반)

H04L
거절결정(재심사)

67/16(2013.01)|H04M

10-2016-701
6873

2015.04.23

PCT/KR2015/004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인증(AUTHENTICATION IN
48

UBIQUITOUS ENVIRONMENT)

최운호(서울특별시 노원구...)

9/3231(2013.01)|H04L

9/32(2006.01)|H04L

9/30(2013.01)|H04L

9/30(2006.01)|H04L

9/0863(2013.01)|H04L

9/08(2006.01)

9/3263(2013.01)|H04L

유럽: 2020.7.16.

등록결정
유럽: 2019.11.13.
기재불비, but 신규성,

1/72533(2013.01)

H04L

등록결정

중국: 2018.1.17.

67/125(2013.01)|H04L

진보성 인정
일본: B

H04L

1-3

비고
미국, 일본: B

PCT/CN2015/0904 ELECTRONIC DEVICE, PROGRAM AND

ELECTRONIC DEVICE)

10-2016-700

CPC
H04L

중국:
등록결정(2020.2.28.)
등록결정(일반)

유럽: 청구항 1만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3.4.)

67/16(2013.01)
PRACH의 채널 주파수 영역의 오프셋량을 조절하기
1-4

10-2016-702
7566

2015.03.06

PCT/CN2015/0737
28

위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DEVICE FOR
ADJUSTING CHANNEL FREQUENCY DOMAIN
OFFSET OF 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10-2016-703
1086

2015.04.24

1-6

4976

2015.05.28

리미티드(중국 베이징
****** 하이 디안
디스트릭트 슈에 유안

72/08(2009.01)|H04W
72/04(2009.01)|H04W
74/08(2019.01)|H04L
5/00(2006.01)

H04W
72/082(2013.01)|H04W
72/0453(2013.01)|H04
W

25/40(2006.01)|H04B

25/40(2013.01)|H04B

미시건(미국 미시간

1/7073(2011.01)|H04

1/7073(2013.01)|H04W

*****-**** 앤아버, 휴런

W

4/80(2013.01)|H04W

파크웨이 ****,

4/00(2018.01)|H04W

24/02(2013.01)|H04W

세컨드플로어, 오피스 오브

24/02(2009.01)|H04W 24/08(2013.01)|Y02D

PCT/US2015/0330 하나 이상의 근접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과 연관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24/08(2009.01)
H04W

18

*****-**** 캘리포니아주 샌 4/02(2018.01)|H04W

05

COMPATIBLE RECEIVER WITH NEAR-THRESHOLD

증강된 로케이션 정보에 기초한 사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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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17.1.13.)

74/0833(2013.01)|H04

유니버시티 오브

PCT/US2015/0275 호환 가능한 수신기(SHORT-RANGE ZIGBEE

로드 넘버 **)
더 리젠츠 오브 더

H04W

L 5/0053(2013.01)
H04L

DIGITAL BASEBAND)

10-2016-703

이큅먼트 코포레이션

H04L

임계-근접 디지털 기저대역을 갖는 근거리 지그비
1-5

다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70/00(2013.01)
H04W
4/023(2013.01)|H04W

취하(심사미청구)

취하(심사미청구)

미국: B

디바이스의 로케이션 프로파일의 생성(GENERATING A
LOCATION PROFILE OF AN INTERNET OF THINGS
DEVICE BASED ON AUGMENTED LOCATION
INFORMATION ASSOCIATED WITH ONE OR MORE

4/02(2018.01)|H04W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4/00(2018.01)|H04L

****)

29/08(2006.01)|H04L
12/28(2006.01)

NEARBY INTERNET OF THINGS DEVICES)

4/02(2013.01)|H04W
4/70(2013.01)|H04L
67/18(2013.01)|H04L
67/303(2013.01)|H04L
12/2807(2013.01)
H04L
43/04(2013.01)|H04L

1-7

10-2016-703
6707

2015.06.30

PCT/US2015/0385
03

과거 이력 데이터에 기초하는 네트워크 노드 가용성
예측(NETWORK NODE AVAILABILITY PREDICTION
BASED ON PAST HISTORY DATA)

콘비다 와이어리스,

H04L

41/147(2013.01)|H04L

엘엘씨(미국 *****-****

12/26(2006.01)|H04L

43/0817(2013.01)|H04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12/24(2006.01)|H04W W

*** 벨레뷰 파크웨이 ***)

4/00(2018.01)

미국, 일본, 유럽: B
거절결정(일반)

4/70(2013.01)|H04L

중국: 청구항8 26조4항
거절이유통지(2020.4.1.)
한국: 분할출원 등록

41/5016(2013.01)|Y02
D 70/00(2013.01)
미국: B
콘비다 와이어리스,
1-8

10-2017-700
5029

2015.07.22

PCT/US2015/0414 M2M-IOT 서비스의 발행 및 발견(PUBLICATION AND 엘엘씨(미국 *****-****
93

DISCOVERY OF M2M-IOT SERVICES)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 벨레뷰 파크웨이 ***)

중국:

H04L
H04L

29/08(2006.01)|H04W 67/12(2013.01)|H04L
4/00(2018.01)

등록결정(2020.4.21.)

67/16(2013.01)|H04L
등록결정(일반)

67/02(2013.01)|H04W

유럽:
등록결정(2020.6.17.)
일본: 진보성

4/70(2013.01)

거절이유(2018.2.27.)
취하(2019.1.31.)

H04L

1-9

10-2017-700
5734

2015.07.31

PCT/US2015/0431
97

사물 인터넷(IOT)에서의 디바이스 로케이션 등록을
위한 서버(SERVER FOR DEVICE LOCATION
REGISTRATION IN AN INTERNET OF THINGS (IOT))

콘비다 와이어리스,
엘엘씨(미국 *****-****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 벨레뷰 파크웨이 ***)

29/08(2006.01)|H04W
4/00(2018.01)|H04L
12/707(2013.01)|H04L
12/725(2013.01)|H04L
12/721(2013.01)|H04L
29/12(2006.01)

1-10

10-2017-701
2511

2015.10.08

PCT/US2015/0547
02

사물 인터넷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연결성
모듈(CONNECTIVITY MODULE FOR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S)
자동 장치 탐지, 장치 관리 및 원격 지원을 위한

1-11

10-2017-701
5938

2015.12.1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H04W

H04L
67/12(2013.01)|H04L

일본: B

67/16(2013.01)|H04W

유럽:

4/70(2013.01)|H04L
45/22(2013.01)|H04L
45/306(2013.01)|H04L

4/70(2013.01)|H04W

76/10(2018.01)|H04L

76/14(2013.01)|H04L

****)

29/08(2006.01)
H04L

67/12(2013.01)
H04L

29/06(2006.01)|H04L

63/1408(2013.01)|H04

매니지먼트

12

AUTOMATIC DEVICE DETECTION, DEVICE

엘티디(사이프러스 니코시아

MANAGEMENT, AND REMOTE ASSISTANCE)

**** ** 피시 크레온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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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절이유통지
22-3항(2020.5.7.)

61/15(2013.01)
H04W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PCT/RO2015/0500 시스템들 및 방법들(SYSTEMS AND METHODS FOR

등록결정(2020.5.27.)

45/44(2013.01)|H04L

*****-**** 캘리포니아주 샌 4/00(2018.01)|H04W

비트데펜더 아이피알

등록결정(일반)

12/24(2006.01)|H04W L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유럽, 일본, 미국: B
(호주): B
등록결정(일반)

중국:

12/08(2009.01)|G06F

63/1416(2013.01)|H04

거절이유통지(2020.7.24.

9/54(2018.01)

L

)

63/1425(2013.01)|H04
L
63/0272(2013.01)|H04
L
63/029(2013.01)|H04L
63/101(2013.01)|H04L
63/123(2013.01)|H04L
41/0816(2013.01)|H04
W
12/0808(2013.01)|G06
F 9/542(2013.01)
H04L
63/1408(2013.01)|H04
L
63/1416(2013.01)|H04
L
H04L
자동 장치 탐지, 장치 관리 및 원격 지원을 위한
1-12

10-2017-701
5939

2015.12.11

비트데펜더 아이피알

29/06(2006.01)|H04W

PCT/RO2015/0500 시스템들 및 방법들(SYSTEMS AND METHODS FOR

매니지먼트

12/08(2009.01)|H04W

13

AUTOMATIC DEVICE DETECTION, DEVICE

엘티디(사이프러스 니코시아

76/12(2018.01)|H04L

MANAGEMENT, AND REMOTE ASSISTANCE)

**** ** 피시 크레온토스)

12/24(2006.01)|G06F
9/54(2018.01)

63/1425(2013.01)|H04
L
63/0272(2013.01)|H04
L

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63/029(2013.01)|H04L

(호주): B
중국: 거절이유통지

63/101(2013.01)|H04L
63/20(2013.01)|H04W
12/0808(2013.01)|H04
W
76/12(2013.01)|H04L
41/0816(2013.01)|G06

H04L
9/32(2006.01)|H04L
공개 키잉 메커니즘들을 사용한 서비스 계층에서의
1-13

10-2017-702
9606

2016.03.16

콘비다 와이어리스,

PCT/US2016/0226 종단간 인증(END-TO-END AUTHENTICATION AT THE 엘엘씨(미국 *****-****
25

SERVICE LAYER USING PUBLIC KEYING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MECHANISMS)

*** 벨레뷰 파크웨이 ***)

9/08(2006.01)|H04L
29/06(2006.01)|G06F
21/64(2013.01)|H04L
29/08(2006.01)|H04W
12/06(2009.01)|H04W
4/70(2018.01)|H04W
84/18(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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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542(2013.01)
H04L
9/3263(2013.01)|H04L

미국, 일본: B

9/3247(2013.01)|H04L
9/083(2013.01)|H04L
9/0825(2013.01)|H04L
63/0464(2013.01)|G06

유럽: 보정불허, 신규성
등록결정(일반)

거절이유통지(2019.12.1
9.)

F

중국: 설명서

21/64(2013.01)|H04L

기재불비(시행세칙 18조)

67/12(2013.01)|H04W

거절이유통지(2020.6.9.)

12/0609(2013.01)|H04

W
4/70(2013.01)|H04W
84/18(2013.01)|G06F
2221/2115(2013.01)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1-14

10-2017-703
1413

2015.04.10

PCT/CN2015/0763 데이터 송신 방법 및 장치(DATA TRANSMISSION
74

METHOD AND DEVICE)

리미티드(중국 ******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반티안 후아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H04W

H04W

72/12(2009.01)|H04W 72/12(2013.01)|H04W
72/04(2009.01)|H04W 72/048(2013.01)|H04W
56/00(2009.01)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20.5.7.)

56/00(2013.01)

한편의 복수의 사물-인터넷 통신 디바이스들과 다른
한편의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사이에서 작고 드문 통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 작고 드문 통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시스템, 작고 드문 통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통신 디바이스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사용자 장비, 프로그램 및

1-15

10-2017-703
3104

2016.06.03

PCT/EP2016/06262
5

일본: B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METHOD FOR TRANSMITTING

H04W

미국: 진보성

SMALL AND INFREQUENT COMMUNICATION DATA

4/70(2013.01)|H04W

거절이유통지(2020.5.27.

BETWEEN, ON THE ONE HAND, A PLURALITY OF
INTERNET-OF-THINGS COMMUNICATION DEVICES,
AND, ON THE OTHER HAND, A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FOR

도이체 텔레콤 악티엔

H04W

게젤샤프트(독일, 본,

4/00(2018.01)|H04W

프리드리히-에베르트-알레에, 28/02(2009.01)|H04L
*** (우편번호 : D-*****))

29/08(2006.01)

TRANSMITTING SMALL AND INFREQUENT

28/0215(2013.01)|H04
L

)
등록결정(일반)

유럽: 청구항

67/12(2013.01)|H04L

기재불비(2020.3.20.)

67/04(2013.01)|H04L

중국: 진보성

67/2842(2013.01)

거절이유통지(2020.6.16.

COMMUNICATION DATA, INTERNET-OF-THINGS

)

COMMUNICATION DEVIC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FOR TRANSMITTING SMALL AND
INFREQUENT COMMUNICATION DATA, USER
EQUIPMENT, PROGRAM AND COMPUTER PROGRAM
PRODUCT)
강화된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레이어 가입들 및
1-16

10-2017-703
6562

2016.05.20

PCT/US2016/0334
80

통지들을 분석하고 그룹화하는 방법들 및
장치들(METHODS AND APPARATUS FOR ANALYZING
AND GROUPING SERVICE LAYER SUBSCRIPTIONS
AND NOTIFICATIONS FOR ENHANCED EFFICIENCY)

콘비다 와이어리스,

H04W

H04W

엘엘씨(미국 *****-****

4/06(2018.01)|H04W

4/06(2013.01)|H04W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4/70(2018.01)|H04L

4/70(2013.01)|H04L

*** 벨레뷰 파크웨이 ***)

29/08(2006.01)

67/2833(2013.01)

H04W

H04W

저전력 동반 수신기들로 그리고 저전력 동반 수신기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1-17

10-2017-703
6803

2016.06.17

PCT/US2016/0380 없이 동작하는 디바이스들을 갖는 시스템에 대한

*****-**** 캘리포니아주 샌 52/02(2009.01)|H04W 52/0216(2013.01)|H04

65

다운링크 멀티플렉싱 및 MAC 시그널링(DOWNLINK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76/27(2018.01)|H04L

W

MULTIPLEXING AND MAC SIGNALING FOR A

****)

5/00(2006.01)

52/0235(2013.01)|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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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일반)

미국, 일본, 유럽: B

미국, 일본: B

W
76/27(2013.01)|H04L

SYSTEM WITH DEVICES OPERATING WITH AND

5/0007(2013.01)|Y02D

WITHOUT LOW POWER COMPANION RECEIVERS)

70/1262(2013.01)|Y02
D 70/24(2013.01)
H04W

모바일 디바이스의 근위 존재에 기초하여 사물 인터넷

H04W

8/005(2013.01)|H04W

8/00(2009.01)|H04W

4/80(2013.01)|H04W

4/00(2018.01)|H04W

4/023(2013.01)|H04W

4/02(2018.01)|H04W

8/183(2013.01)|H04L

8/18(2009.01)|H04L

67/12(2013.01)|H04L

29/08(2006.01)

67/20(2013.01)|H04L

콘비다 와이어리스,

H04W

67/306(2013.01)
H04W

PCT/US2016/0414 M2M 클러스터링 관리(M2M CLUSTERING

엘엘씨(미국 *****-****

84/18(2009.01)|H04W 84/18(2013.01)|H04W

46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84/04(2009.01)|H04W 84/04(2013.01)|H04W

*** 벨레뷰 파크웨이 ***)

4/70(2018.01)
H04L

디바이스의 거동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 및
1-18

10-2017-703
7061

2016.05.31

PCT/US2016/0349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MODIFYING
83

BEHAVIOR OF AN INTERNET-OF-THINGS DEVICE
BASED ON PROXIMAL PRESENCE OF A MOBILE
DEVICE)

1-19

1-20

1-21

10-2018-700
3510

10-2018-700
3705

10-2018-700
3707

2016.07.08

2015.04.23

2015.04.23

MANAGEMENT)

PCT/KR2015/004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인증(AUTHENTICATION IN
48

UBIQUITOUS ENVIRONMENT)

PCT/KR2015/004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인증(AUTHENTICATION IN
48

UBIQUITOUS ENVIRONMENT)

모토로라 모빌리티
엘엘씨(미국 일리노이주
***** 시카고 수트 ****
웨스트 머천다이즈 마트
플라자 ***)

미국: B
등록결정(일반)

유럽:
등록결정(2020.4.9.)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재심사후)

4/70(2013.01)

유럽:
거절이유통지(2019.6.13.
))
일본: B

9/32(2006.01)|H04L

중국:

최운호(서울특별시 노원구...) 9/30(2006.01)|H04L

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2020.2.28.)

9/08(2006.01)|H04L

유럽: 진보성

29/08(2006.01)

거절이유통지(2020.3.4.)
일본: B

H04L

중국:

9/32(2006.01)|H04L

등록결정(2020.2.28.)

최운호(서울특별시 노원구...) 9/30(2006.01)|H04L

등록결정(일반)

9/08(2006.01)|H04L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3.4.)

29/08(2006.01)
일본:
H04L

콘비다 와이어리스,
1-22

10-2018-700
5778

2016.08.03

PCT/US2016/0452 서비스 요소 호스트 선택(SERVICE ELEMENT HOST

엘엘씨(미국 *****-****

20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SELECTION)

H04L 29/08(2006.01)

*** 벨레뷰 파크웨이 ***)

1-23

10-2018-700
5854

2016.08.04

67/12(2013.01)|H04L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2.24.

80/08(2013.01)

)

콘비다 와이어리스,

H04W

73

엘엘씨(미국 *****-****

28/24(2009.01)|H04W 28/24(2013.01)|H0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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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재불비, 성립성,
거절결정(재심사)

67/36(2013.01)|G16Y

PCT/US2016/0454 사물 인터넷 단-대-단 서비스 계층의 서비스 품질
관리(INTERNET OF THINGS END-TO-END SERVICE

거절결정(2019.10.15.)

67/327(2013.01)|H04L

H04W

등록결정(일반)

일본: B
유럽:

등록결정(2020.2.20.)
4/70(2013.01)|H04L
LAYER QUALITY OF SERVICE MANAGEMENT)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4/70(2018.01)|H04L

67/14(2013.01)|H04L

중국: 신규성, 진보성

*** 벨레뷰 파크웨이 ***)

29/08(2006.01)

67/12(2013.01)|G16Y

거절이유통지(2020.3.25.

40/00(2013.01)

)
일본, 유럽: B
미국: 진보성

콘비다 와이어리스,
1-24

10-2018-700
5859

2016.08.03

PCT/US2016/0452
60

서비스 요소들(SERVICE ELEMENTS)

엘엘씨(미국 *****-****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H04L
H04L 29/08(2006.01)

67/12(2013.01)|H04L

거절이유통지(2020.3.19.
등록결정(일반)

67/16(2013.01)

*** 벨레뷰 파크웨이 ***)

)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6.17.
)

지능형 단말기 원격 제어기 기반 IoT 제어 시스템 및
1-25

10-2018-700
6607

2016.07.29

PCT/CN2016/0923 제어 방법(INTELLIGENT TERMINAL REMOTE
02

CONTROLLER INSTRUMENTED CONTROL SYSTEM
AND CONTROL METHOD)

그리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시즈,

G05B

인코포레이티드 오브

15/02(2006.01)|H04L

주하이(중국, 광동, 첸샨

12/28(2006.01)

주하이, 웨스트 진지 로드)

일본: B

G05B
15/02(2013.01)|H04L
12/2816(2013.01)|G05

미국:
등록결정(일반)

등록결정(2020.5.4.)
중국:

B 2219/2642(2013.01)

등록결정(2018.8.31.)

텐센트 테크놀로지(센젠)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1-26

10-2018-700
9789

2017.01.17

PCT/CN2017/0714
56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및 컴퓨터 저장 ****** 광동 센젠 난산
매체(INTELLIGENT DEVICE CONTROL METHOD AND

디스트릭트 미드웨스트

APPARATUS, AND COMPUTER STORAGE MEDIUM) 디스트릭트 오브 하이-테크
파크 커지중이 로드 텐센트

G06F

G06F

3/0482(2013.01)|G06F 3/0482(2013.01)|G06F
3/0484(2013.01)|H04L 3/0484(2013.01)|H04L
29/08(2006.01)

미국, 일본: B
등록결정(일반)

중국:
등록결정(2020.4.27.)

67/125(2013.01)

빌딩 **층)
H04L
H04L

1-27

10-2018-701
1278

2016.09.21

베니암, 인크.(미국

12/24(2006.01)|H04W

PCT/US2016/0528 움직이는 사물의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ION

캘리포니아 ***** 마운틴

36/08(2009.01)|H04W

95

뷰 웨스트 에블린 애비뉴

36/14(2009.01)|H04W

***)

84/00(2009.01)|H04W

NETWORK OF MOVING THINGS)

88/10(2009.01)

41/0886(2013.01)|H04

미국, 일본: B

L
41/0803(2013.01)|H04
W

유럽:
등록결정(일반)

거절이유통지(2019.11.1

36/08(2013.01)|H04W

9)

36/14(2013.01)|H04W

출원취하(2020.2.3.)

84/005(2013.01)|H04W
88/10(2013.01)

1-28

10-2018-701
5089

2016.10.27

PCT/CN2016/1035 사물 인터넷 세탁기 제어 방법, 제어 시스템 및

칭다오 하이어 드럼 워싱

55

머신 캄파니 리미티드(중국

세탁기(WASHING MACHINE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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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6F 33/30(2020.01)

D06F
33/00(2013.01)|G16Y

등록결정(일반)

미국: 청구항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6.9.)

일본:
거절결정(2020.6.2.)
CONTROL SYSTEM AND WASHING MACHINE ON
INTERNET OF THINGS)

산동 ****** 칭다오 라오샨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얼 파크

20/04(2013.01)

유럽:

하이어 로드 넘버 *)

등록결정(2020.5.26.)
중국:
등록결정(2020.3.30.)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블록 장치 및 그 통신
1-29

10-2018-701
6760

2015.10.13

PCT/KR2015/0107 방법(BLOCK DEVICE FOR INTERNET OF THINGS
51

(IOT) SERVICE AND COMMUNICATION METHOD
THEREOF)
무선 단말, 무선국, 코어 네트워크 노드, 및

1-30

10-2018-701
8555

2016.09.13

PCT/JP2016/00416 그것들에서의 방법(WIRELESS TERMINAL, WIRELESS
5

주식회사

H04L

토이스미스(서울특별시

29/08(2006.01)|H04L

마포구...)

12/24(2006.01)

닛본 덴끼
가부시끼가이샤(일본국

STATION, CORE NETWORK NODE, AND METHODS 도꾜도 미나도꾸 시바 *쪼메
THEREFOR)

*방 *고)

H04W

H04L
67/12(2013.01)|H04L
67/34(2013.01)|H04L

등록결정(일반)

41/0803(2013.01)
H04W

일본: 거절이유통지,

76/10(2018.01)|H04W 76/10(2013.01)|H04W
76/27(2018.01)|H04W 76/27(2013.01)|H04W 등록결정(일반)
8/22(2009.01)|H04W

8/22(2013.01)|H04W

88/06(2009.01)

88/06(2013.01)

-

출원취하(2020.3.9.)
유럽: 기재불비,
진보성(2020.4.14.)
미국: B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1-31

10-2018-702
1063

2016.03.15

PCT/CN2016/0764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사용자 장비(DATA
04

TRANSMISSION METHOD AND USER EQUIPMENT)

리미티드(중국 ******

H04L
H04L

1-32

4490

2015.06.30

PCT/US2015/0385
03

과거 이력 데이터에 기초하는 네트워크 노드 가용성
예측(NETWORK NODE AVAILABILITY PREDICTION
BASED ON PAST HISTORY DATA)

등록결정(2020.7.16.)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27/26(2006.01)|H04L

L

반티안 후아웨이

27/2602(2013.01)|H04

등록결정(2019.12.26.)

L 5/0007(2013.01)

등록결정(2020.3.20.)

5/00(2006.01)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10-2018-702

유럽:

27/2666(2013.01)|H04
등록결정(일반)

콘비다 와이어리스,

H04L

엘엘씨(미국 *****-****

12/26(2006.01)|H04L

등록결정(취소환송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12/24(2006.01)|H04W

후)

*** 벨레뷰 파크웨이 ***)

4/70(2018.01)

중국:

미국, 일본, 유럽: B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5.21.
)
1-33

10-2018-702
8290

2017.03.22

PCT/KR2017/0030 V2X 메시지를 송신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53

수원시 영통구...)

APPARATUS FOR TRANSMITTING V2X MESSAGE)

H04W
4/06(2018.01)|H04W

유럽: 1항, 진보성
등록결정(일반)

28/06(2009.01)

거절이유통지(2020.6.30.
)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13.
)

1-34

10-2018-702
9119

2017.04.06

PCT/KR2017/0037 기지국 및/또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정보의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H04W

74

수원시 영통구...)

12/06(2009.01)|H04W

진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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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일반)

-

METHOD FOR VALIDATING AUTHENTICITY OF BASE

12/12(2009.01)|H04W

STATION AND/OR INFORMATION RECEIVED FROM

48/08(2019.01)

BASE STATION)
빔포밍 기반 시스템에서 스케줄링 및 전력 절감을
1-35

10-2018-702
9328

2017.03.20

PCT/KR2017/0029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삼성전자주식회사(경기도

69

수원시 영통구...)

OF PERFORMING SCHEDULING AND POWER
SAVING IN BEAM-FORMED SYSTEM)

H04W
72/12(2009.01)|H04W

등록결정(일반)

72/04(2009.01)

미국:
등록결정(2019.12.27.)

H04L
41/0876(2013.01)|H04
비트데펜더 아이피알
1-36

10-2018-703
1379

2017.03.29

H04L

L

PCT/EP2017/05747 자동 장치 탐지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매니지먼트

12/24(2006.01)|H04L

12/2807(2013.01)|H04

1

엘티디(사이프러스 니코시아

12/28(2006.01)|H04L

L

**** ** 피시 크레온토스)

29/12(2006.01)

41/046(2013.01)|H04L

METHODS FOR AUTOMATIC DEVICE DETECTION)

중국: 신규성, 진보성
거절결정(재심사)

거절이유통지(2020.7.15.
)

41/0893(2013.01)|H04
L 61/2015(2013.01)
센터 포 디벨롭먼트 오브
1-37

10-2018-703
4266

2017.04.26

PCT/IB2017/05240
4

네트워크 트래픽 슬라이싱을 위한 시스템 및

텔레매틱스(인도, *** *** 뉴

방법(SYSTEM AND METHOD FOR NETWORK

델리, 메흐라울리, 만디 로드,

TRAFFIC SLICING)

씨-닷 캠퍼스, 센터 포
디벨롭먼트 오브 텔레매틱스)

1-38

1-39

1-40

1-41

10-2019-700
0046

10-2019-700
0356

10-2019-700
3110

10-2019-701
4307

2017.08.09

2018.07.10

2015.06.30

2018.07.10

PCT/CN2017/0966
34

PCT/US2015/0385
03

PCT/KR2018/0077
71

48/18(2009.01)|H04W 48/18(2013.01)|H04W
4/70(2018.01)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네트워크 요소 및 단말기 장치(METHOD FOR

리미티드(중국 ******

PROCESSING SMS IN INTERNET OF THINGS,

광동성 셴젠 롱강 디스트릭트 4/14(2018.01)|H04W

MOBILE MANAGEMENT NETWORK ELEMENTS, AND

반티안 후아웨이

TERMINAL DEVICE)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

RECEIVING NRS AND NB-IOT DEVICE THEREOF)

과거 이력 데이터에 기초하는 네트워크 노드 가용성
예측(NETWORK NODE AVAILABILITY PREDICTION
BASED ON PAST HISTORY DATA)

엘지전자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04W
60/00(2019.01)

취하(심사미청구)

4/70(2013.01)
일본:

H04W
4/14(2013.01)|H04W
60/00(2013.01)|G16Y

등록결정(2020.6.2)
등록결정(일반)

5/00(2006.01)|H04L
1/00(2006.01)|H04W

.)
미국: B
유럽: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일반)

H04L
12/26(2006.01)|H04L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12/24(2006.01)|H04W

*** 벨레뷰 파크웨이 ***)

4/70(2018.01)

TDD 스페셜 서브프레임 상에서 하향링크 물리 채널을 엘지전자

H04L

수신하는 방법 및 NB-IOT 기기(METHOD AND

주식회사(서울특별시

5/00(2006.01)|H04W

NB-IOT DEVICE FOR RECEIVING DOWNLINK

영등포구...)

72/12(2009.01)|H04W

유럽조사견해서(2020.1.2
8.)

72/04(2009.01)

엘엘씨(미국 *****-****

유럽: 신규성, 진보성
유럽조사견해서(2019.5.2

40/05(2013.01)

H04L

콘비다 와이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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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W

40/32(2009.01)|H04W 40/32(2013.01)|H04W

사물 인터넷에서의 SMS 처리 방법, 이동성 관리

PCT/KR2018/0077 NRS를 수신하는 방법 및 NB-IOT 기기(METHOD FOR
70

H04W

미국, 일본, 유럽: B
등록결정(일반)

중국: 제8항, 26조4항
거절(2020.4.1.)
미국: B

등록결정(일반)

유럽: 신규성, 진보성
유럽조사견해서(2020.1.2

72/04(2009.01)|H04L

PHYSICAL CHANNEL ON TDD SPECIAL SUBFRAME)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랜덤 액세스 프리앰블을
1-42

10-2019-702
7451

2018.03.22

PCT/KR2018/0033
77

송수신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METHOD FOR

엘지전자

TRANSMITTING AND RECEIVING RANDOM ACCESS

주식회사(서울특별시

PREAMBLE IN WIRELESS COMMUNICATION

영등포구...)

SYSTEM, AND APPARATUS THEREFOR)

1-43

6086

2018.04.24

3

74/00(2009.01)|H04W

등록결정(일반)

74/08(2019.01)|H04W

-

52/36(2009.01)

H04W

일본, (호주): B

16/26(2009.01)|H04W 16/26(2013.01)|H04W

HAPS간 통신 및 대용량 다셀 HAPS(INTER-HAPS
PCT/JP2018/01657

H04W

H04W

제5세대 통신의 3차원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10-2019-703

7.)

27/26(2006.01)

COMMUNICATION THAT BUILDS
THREE-DIMENSIONALLY FORMED NETWORK OF
FIFTH-GENERATION COMMUNICATION, AND
LARGE-CAPACITY AND MULTI-CELL CAPTIVE

소프트뱅크

16/30(2009.01)|B64C

16/30(2013.01)|B64C

가부시키가이샤(일본 도쿄도

13/18(2006.01)|B64C

13/18(2013.01)|B64C

미나토쿠 히가시 심바시

13/20(2006.01)|B64D

13/20(2013.01)|B64D

*-*-*)

27/24(2006.01)|H04W 27/24(2013.01)|H04W

중국: 진보성

84/18(2009.01)|H04W 84/18(2013.01)|H04W

거절이유통지(2020.4.21.

84/06(2019.01)

)

AIRSHIP-TYPE HAPS)

미국: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일반)

84/06(2013.01)

거절이유통지(2020.5.18.
)

▶ KIPRIS의 ‘해외특허’ 검색 항목에서, 주요 4개국에 모두 출원된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
#

국제출원
번호

미국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2016.10.27

OF THINGS WASHING

MACHINE CONTROL METHOD,
CONTROL SYSTEM, AND WASHING
MACHINE
Intelligent

2-2 CN2016105874

CPC

문헌

2016.11.15

2018.04.11

of Things System for Intelligent City

WASHING

D06F33/02,D06F2216/00,D06F22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D06F33/02,G05B19/042
,H04L29/08,D06F39/00

14/00,D06F2202/12,G05B19/0428
,H04L67/12,D06F39/005,G05B221

A1

9/2633,D06F2210/00,D06F2212/0
2,D06F2212/06,D06F2220/00

Household Energy Internet

System
2-3 CN2018082601

IPC

분류
INTERNET

2-1 CN2016103555

출원인

MACHINE CONTROL

METHOD, AND WASHING MACHINE

CHENGDU QINCHUAN IOT TECHNOLOGY
CO., LTD.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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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L29/08,H04Q9/00

H04L67/125,G06Q50/06,H04Q9/0
0

D06F34/05,D06F39/14, D06F34/05,D06F2105/44,D06F34/
D06F34/20

20,D06F39/14

A1

A1

비고

2-4 CN2018082604

2-5 IB2017056271

2018.04.11

2017.10.11

WASHING

METHOD AND WASHING MACHINE
ONLINE ENERGY AUDIT SYSTEM
IoT-based

2-6 KR2016012768

2016.11.08

MACHINE CONTROL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E M

D06F34/28,D06F37/42

,D06F39/083

G06Q50/06,H04L29/08, G06Q50/06,G05B15/02,H04L69/1

INTELLIGENCE LIMITED

H04L29/06,G05B15/02

6,H04L67/12

A1

A1

H04L29/06,H04L9/32,H H04L9/3265,H04L2209/38,H04L22

things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D06F33/00,D06F39/08, D06F33/00,D06F37/42,D06F34/28

04W12/06,H04W4/70,H 09/80,H04L9/083,H04L9/30,H04L

Sam Gu Chun

04L9/08,H04L9/30,H04L 9/3236,H04L9/3273,H04L63/062,

block-chain authentication

B2

29/08
H04W4/70,H04W12/06,H04L67/12
G16H50/20,G05D23/19, G05D23/1919,G06F3/015,G06F3/
G06F3/16,G06F3/01,F2 16,G16H40/63,G16H50/20,F24F2

2-7 KR2016014463

2016.12.09

Technique for

controlling equipment

based on biometric information

Samsung

Electronics Co., Ltd.

4F11/50,A61B5/01,A61 110/10,G16H10/60,A61B5/01,A61
B5/024,A61B5/053,A61 B5/02405,A61B5/0533,A61B5/740

B2

B5/00,G16H40/63,F24F 5,A61B5/746,F24F11/50,G05D23/
110/10,G16H10/60

19,G06F3/01

▶ 일본 특허청에서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 부가되어 있는 ‘ZIT 코드’를 활용하여 추가 검색된 사건
#

출원번호

(PCT)

(平成)

출원일

발명의 명칭

(일본)

출원인/권리인

FI

Zit

ZJK

JP,5714199,B

등록번호

3-1

27004414

2015-01-13

効率的な取引のためのユ-ザプロファイル
および地理的位置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30/06,140@G,G06F17/30,340@A,G06Q30/0
2,150,G06F17/30,310@Z,G06F13/00,510@G,G06
Q30/02,470,G06Q30/06,300,G06Q30/02,G06F16/
9035,G06F16/909

3-2

27022029

2015-02-06

より速いサ-ビス取得のための好ましいＰ
ＬＭＮリスト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W48/16,134,H04M11/00,303,H04W8/02,H04
W88/18,H04W48/18

ZJM

JP,6009594,B

3-3

27106271

2015-05-26

遠隔ヘルスケアワイヤレス通信ハブデバ
イスおよびサ-ビスプラットフォ-ムシス
テム

クアルコム，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M11/00,302,H04W76/02,H04M11/00,301,H04
W76/10

ZJP

JP,6120905,B

3-4

27115512

2015-06-08

オンライン商取引における共同活動の方

ナイキ

G06Q30/06,126@E,G06Q30/06,140@G,G06Q30/

ZJM

JP,5980994,B

イノベイト

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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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ェ

法

3-5

27508354

2014-10-01

健康情報処理装置及び方法

3-6

27529811

2013-06-28

車両群に対する段階的アクセスレベル

3-7

28079080

2016-04-11

3-8

28245354

-．

06,300,G06Q30/06,320,G06Q30/06

国立大学法人東北大学 , 株式会社
東芝

G06Q50/22,130,G06Q50/22,G16H20/00

ZJP

JP,6212784,B

インテル コ-ポレイション

B60W50/10

ZJT

JP,6074039,B

位置ベ-スデバイス自動化

アップ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M11/00,301,H04Q9/00,301@D,H04Q9/00

ZJG

JP,6059382,B

2016-12-19

ハイブリッドド車両の
制御装置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B60W10/26,900,G01C21/26@A,B60K6/445,B60W
20/12,B60L11/14,B60L3/00@S,B60L50/16,B60L5
0/61,B60L53/68,B60L58/12

ZJT

JP,6583244,B

ゲッコ- ヘルス イノベ-ション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50/24,A61J1/00@Z,A61M15/00@Z,G16H10/
00,G16H20/10,G16H20/13

ZJP

JP,6509864,B

JP,6293908,B

3-9

28537810

2014-08-27

アドヒアランス監視用のデバイス、シス
テム、方法および消耗品用のディスペン
サの使用監視用のデバイス、システム、
方法

3-10

28544362

2014-09-26

キオスク管理システムによるモバイル取
引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30/06,300,G06Q10/08,330,G06Q30/06

ZJM

3-11

28549713

2016-06-06

運転データ調節方法、装置、プログラム
及び記録媒体

小米科技有限責任公司

F04D27/00,101@C,F04D27/00,101@U,F04D27/0
0

ZJG

3-12

28555571

2015-03-04

自動的に決定された出発点と選択された
目的地との間のナビゲーション案内

グ-グル

G01C21/34,G09B29/10@A,G09B29/00@A,G01C2
1/26@P,G06F17/30,340@A,G06F17/30,170@C,G
08G1/005,G06F16/9035,G06F16/909

ZJT

JP,6316980,B

3-13

28561020

2015-01-22

概念連携オンライン学習サービス方法及
びそのためのサービスシステム

キム
ン

G06Q50/20,G09B7/02,G06F13/00,560@A,G06F1
3/00,540@A

ZJM

JP,6113937,B

3-14

28570134

2016-05-17

医療用マニピュレータシステム

オリンパス株式会社

A61B34/37,B25J3/00@Z

ZJP

JP,6109454,B

3-15

29008154

2017-01-20

複数の情報源を用いる建設区域検出

グ-グ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
ウェイモ エルエルシ-

G08G1/09@R,B60W40/06,B60W40/04,B60W30/1
6,G08G1/09@F,G08G1/09@V,G08G1/09@D

ZJT

JP,6257057,B

3-16

29077255

2017-04-10

運動活動のモニタリングおよび追跡の方
法

ナイキ
-．

G06Q50/10,A63B69/00@C,A63B71/06@J,A61B5/
10,310@G,A61B5/22@B,A61B5/11,230,A61B5/2
2,100,G16H20/00

ZJM

JP,6501816,B

3-17

29157510

2017-08-17

自律走行車両の交通行動を予測して運転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テッド

B60W50/10,B60W30/10,G06F3/0488,130,G08G1/

ZJT

JP,6619778,B

インコ-ポレイテッド

ヨウンゴン,キム ヨンウォ

イノベイト

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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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ェ

決定をするための方法及びシステム

-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

16@D,G08G1/09@H

3-18

29170430

2017-09-05

自律走行車のコマンド遅延を決定するた
めの方法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テッド
-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

B60W30/18,G05D1/02@H

ZJT

3-19

29530118

2015-11-24

購入前のウェアラブルデバイスのテスト

インテル コ-ポレイション

G06Q30/06,300,G06Q30/06

ZJM

3-20

30132704

2018-07-12

セキュアな遠隔決済取引処理

ビザ インタ-ナショナル サ-ビス
アソシエーション

G06Q20/38,316,G06Q20/38

ZJK

3-21

30517609

2017-01-18

自律走行車に用いられるシステム遅延補
正の制御方法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テッド
-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

B60W50/06,B62D6/00,B60W10/184,B60W10/04,B
60W10/20,B60T7/12@C,B60T7/12@Z,B62D101:0
0,B62D109:00,B62D113:00

ZJT

3-22

30544195

2016-12-23

自律車両のための意思シグナル伝達

ウーバーテクノロジーズ，インコー
ポレイテッド

B60W50/08,B60K35/00@Z,B60Q1/46

ZJT

3-23

31004566

2019-01-15

待ち行列管理システム及び方法

G06Q10/02,G06Q50/10

ZJM

3-24

31032693

2019-02-26

アイテムのステ-タスの追跡

G06Q50/32

ZJM

ユニバ?サル シティ スタジオズ
リミテッド ライアビリティ カン
パニ?
ユナイテッド ステイツ ポスタル
サ?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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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6578331,B

1. 10-2016-7000134(2015.11.05.) (#1-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2016-700134

IPC,CPC:

H04L 29/08(2006.01)|H04M 1/725(2006.01)

2015.11.05

PCT/CN2015/093857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프로그램 및 기록매체(METHOD AND APPARATUS, PROGRAM AND
RECORDING MEDIUM FOR IMPLEMENTING CONTROL OF SMART HARDWARE DEVICE)
시아오미 아이엔씨.(중국, 베이징, 하이디엔 디스트릭트, 미들 시얼치 로드, **야드, *빌딩, *층, ***호)
H04L 67/125(2013.01)|H04L 67/36(2013.01)|H04L
67/16(2013.01)|H04M 1/72533(2013.01)

[청구항 1]단말기에 적용되는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스크린 잠금 상태에서, 유저가 상기 단말기의 스크린 잠금 화면상의 제어 키에 대하여 제1 소정의 조작을
실시했다는 것이 판정되었을 경우, 소정의 스마트 홈 용 IoT (Internet of Things) 프로토콜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상기 관련 정보를 제어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유저가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상의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제2 소정의 조작을
제어했다는 것이 검출되었을 경우, 상기 스마트 홈 용 IoT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하여 상기 제2 소정의 조작에 대응하는 제어를 실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하여 상기 제2 소정의 조작에 대응하는 제어를 실시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소정의 조작의 조작 유형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조작 유형이 상기 유저가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상의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유형인 경우, 상기 스크린 잠금 화면의 시큐리티 속성에 기반하여, 상기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스마트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상기 스마트 홈 용 IoT
프로토콜에 따라 호출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조작 유형이 상기 유저가 상기 제어 인터페이스상의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관한
디바이스 키를 조작하는 유형인 경우, 상기 디바이스 키에 대한 조작에 기반하여, 상기 스마트 홈 용 IoT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어느 하나의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를 실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제6-9항 검출장치
제10항 기록매체

기타
청구항:

한국

출원경과:

거절결정(재심사)
미국, 일본: B

기타

중국: 2018.1.17. 등록결정
유럽: 2019.11.13. 기재불비, 진보성 긍정 취지

▷ 기술적 특징: 사물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제어방법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원격제어가 수행되는 세탁장치에 관한 공개특허 10-2014-0032262호를 근거로,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2017.4.20.)→

보정서에

따른

재심사후

거절결정

(2017.5.30.)
보정서에 따른 의견서에서, 제2 소정의 조작에 따른 제어의 유형을,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
를 조작하는 것인지,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키를 조작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각각
구분하여 제어하는 것인지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인용발명에서 기재나 암시가 없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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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함 → 심사관은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속하는 기존의 스마트 폰에서도 위의 한정
청구항과 같은 제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결정함(2017.5.30.)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7.4.27.) → 청구항1항에 청구항7항을 결합하여 한정보
정 → 등록결정(2017.9.15.)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7.9.15.)

→

청구항

한정보정(위

7항

해당,

2017.12.14.) → 등록결정(2018.1.17.)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3.14.) → 청구항 1항 한정보정(위 7항 해당) → 등록
결정(2018.8.16.)

Ÿ

유럽: 진보성 유럽조사견해서(2018.6.18.) → 청구항 1항 한정보정(위 7항 해당) → 일
부청구항 기재불비 But 진보성 인정취지 통지(2019. 11. 13.)

☞ 청구항 1항에 대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점은 주요국가에서 공통이나, 제7항에 의하여 한정보정된 경우,
제외국에서는 진보성을 긍정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진보성을 부정하여 거절결정한 점이 주목되
는 사례임.

2. 10-2018-7005859(2016.8.3.) (#1-24)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05859

2016.08.03

PCT/US2016/045260

서비스 요소들(SERVICE ELEMENTS)
콘비다 와이어리스, 엘엘씨(미국 *****-****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 벨레뷰 파크웨이 ***)
H04L 29/08(2006.01)

H04L 67/12(2013.01)|H04L 67/16(2013.01)

[청구항 1]서비스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결합된 메모리를
포함하며,상기 메모리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복수의 서비스 요소들에

청구항1:

대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 -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들은 제1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개별 구성요소들이고,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들의 각각의 서비스 요소에 대한 복수의 서비스 요소
호스트들의 표시자임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 호스트들 및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들에 대한 식별자들에

- 244 -

기반하여 기록을 생성하는 것 - 상기 기록은 복수개인 각각의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들 및 각각의 상기
복수의 서비스 요소들에 대응하는 서비스 요소 호스트들의 리스트를 포함함 -, 및 상기 서비스 요소
호스트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상기 기록을 게시(publish)하는 것 - 상기 기록은 서비스 계층에 게시됨 - 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실행시키는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장치.

제8-14항 방법
15항 저장매체

기타
청구항:

한국

등록결정(일반)
일본, 유럽: B

출원경과:

기타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3.19.)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6.17.)

▷ 발명의

특징:

사물

인터넷

망의

표준

중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는

oneM2M

표준

(oneM2M-TS-0001 oneM2M Functional Architecture-V1.6.1)의 “공통 서시브 엔티티”(CSE,
Common Service Entity)의 서비스 계층(service layer)의 정의에 관한 것임 → 사물 인터넷 망의
서비스 레이어의 특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2015/0063208호(2015.03.05.)을 주 인용발명으로,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5.27.) → 의견서, 보정서 제출(2019.7.29.) → 등록결정
(2019.8.28.)
Ÿ

일본: 일본 서치리포트(2019.2.28.)에 근거 → 등록결정(2019.3.26.)

Ÿ

유럽: IPR(국제예비심사보고서) 진보성 부정(2018.2.21.) → 한정보정(2018.9.7.)

→ 등록결정(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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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청구항 보정(2020.6.16. 기준)

→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3.19.)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6.17.)

3. 10-2018-7015089(2016.10.27.) (#1-28) IoT 세탁기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10-2018-7015089

2016.10.27

PCT/CN2016/103555

사물 인터넷 세탁기 제어 방법, 제어 시스템 및 세탁기(WASHING MACHINE CONTROL METHOD, CONTROL SYSTEM AND
WASHING MACHINE ON INTERNET OF THINGS)
칭다오 하이어 드럼 워싱 머신 캄파니 리미티드(중국 산동 ****** 칭다오 라오샨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얼 파크 하이어 로드
넘버 *)
D06F 33/30(2020.01)

D06F 33/00(2013.01)|G16Y 20/04(2013.01)

[청구항 1]세탁기의 전원 모듈에 의해 턴온 신호가 검출되면, 세탁기를 턴온시키고, 통신 모듈의 인터넷
접속을 가동 후, 제 1 타이머를 가동시켜 카운팅을 시작하고, 대기하여 조작 명령을 기다리는 단계 S1; 통신

청구항1:

모듈의 인터넷 접속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성공하면 원격 제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S3에 진입하며,
만약 실패하면 바로 S3를 수행하는 단계 S2; 세탁기가 세탁 코스를 실행하려는 조작 명령이 수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수신되면 조작 명령을 실행하고 S4에 진입하며, 만약 수신되지 않으면 바로 S4를
수행하는 단계 S3; 턴오프를 실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턴오프를 실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S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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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며, 만약 턴오프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 S3으로 되돌아가는 단계 S4; 및 전원 모듈에
턴오프 신호를 송신하여 세탁기를 턴오프시키고, 통신 모듈을 파워오프시키는 단계 S5;를 포함하며,S4
단계에서, 제1 타이머의 현재 카운팅이 제1 설정 시간에 달하면, 턴오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세탁기 제어 방법.

제8항 시스템
제9항 세탁기

기타
청구항:

한국

등록결정(일반)
미국: 청구항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6.9.)

출원경과:

일본: 거절결정(2020.6.2.)

기타
유럽: 등록결정(2020.5.26.)
중국: 등록결정(2020.3.30.)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세탁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고, 사물인터넷의
세탁기 분야에 응용한 발명으로 볼 수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1-2항 등 일부 청구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8.30.) → 청구항 1항을 청구
항3항으로 한정 보정 등(2019.10.29.)

→ 등록결정(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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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럽: (위 3항에 의한 한정이 없는) 보정전 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2020.6.9.)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2.26.) → 청구항 한정 보정(2019.12.4.)

→ 등록결정(2020.3.30.)

Ÿ

미국: 청구항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2020.6.9.)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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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1에 일정한 시간내에 조작이 없는 경우에, 인터넷 세탁기의 전원을 오프
로 하여 절전모드로 변경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일정한 시간을 기산하는 타이머
는 당업자가 적의 판단할 수 있는 것임”
→ (보정서, 의견서 제출 없음) → 거절결정(2020.6.2.)

☞ 원출원 청구항 1에 대하여 원출원 청구항 3의 기재에 의한 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국가(한국, 중국)에
서는 진보성을 인정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인용발명1에서, 일정한 시간 입력이 없는 경우, 전원을 차단
하는 인터넷 세탁기의 발명을 들어,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4. PCT/CN2016/103555 (2016.10.27.) (#2-1) IoT의 세탁기 응용(중복)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CN2016103555
INTERNET

2016.10.27

OF THINGS WASHING MACHINE CONTROL METHOD, CONTROL SYSTEM, AND WASHING

MACHINE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D06F33/02,D06F2216/00,D06F2214/00,D06F2202/12,G05B19/
D06F33/02,G05B19/042,H04L29/08,D0
0428,H04L67/12,D06F39/005,G05B2219/2633,D06F2210/00,D
6F39/00
06F2212/02,D06F2212/06,D06F2220/00
청구항 1
세탁기의 전원 모듈에 의해 턴온 신호가 검출되면, 세탁기를 턴온시키고, 통신 모듈의 인터넷 접속을

청구항1:

가동하는 단계 S1;
통신 모듈의 인터넷 접속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성공하면 원격 제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다음 단계에
진입하며, 만약 실패하면 바로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S2;
세탁기가 세탁 코스를 실행하려는 조작 명령이 수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수신되면 조작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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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다음 단계에 진입하며, 만약 수신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S3;
턴오프를 실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턴오프를 실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단계에 진입하며, 만약
턴오프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 S3으로 되돌아가는 단계 S4; 및
전원 모듈에 턴오프 신호를 송신하여, 세탁기를 턴오프시키고 통신 모듈을 파워오프시키는 단계 S5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세탁기 제어 방법.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 10-2018-7015089 (#1-28)과 동일한 사건임(이하 생략)

5. PCT/CN2016/105874 (2016.11.15.) (#2-2) 에너지 관련 스마트 가정 IoT
시스템(진보성 거절 공통)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CN2016105874
Intelligent

2016.11.15

Household Energy Internet of Things System for Intelligent City System

CHENGDU QINCHUAN IOT TECHNOLOGY CO., LTD.
H04L29/08,H04Q9/00
H04L67/125,G06Q50/06,H04Q9/00
1. A smart household energy-related Internet-of-Things system applicable to a smart city system,
wherein the Internet-of-Things system comprises:
an object platform comprising at least one energy meter connected with an intelligent gateway for
Internet of Things, wherein the at least one energy meter is configured to collect sensing
information and transmit the sensing information to the intelligent gateway for Internet of Things,
and the at least one energy meter is configured to receive, via the intelligent gateway for Internet
of Things, control information and perform control;
a communication platform connected, via a network, with each of the object platform and a
management platform, wherein the communication platform comprises at least one intelligent
gateway for Internet of Things, wherein the at least one intelligent gateway for Internet of Things is
configured to transmit the sensing information to the management platform and transmit the

청구항1:

control information to the object platform;
a management platform connected with each of the communication platform and a service platform,
wherein the management platform comprises at least one operator server, and the at least one
operator server is configured to transmit the sensing information to the service platform and
transmit the control information to the communication platform;
a service platform connected with each of the management platform and a user platform, wherein the
service platform comprises at least one operator server, and the at least one operator server of the
service platform is configured to transmit the sensing information to the user platform and transmit
the control information to the management platform;
and a user platform connected with the service platform and comprising at least one user terminal,
wherein the at least one user terminal is configured to receive the sensing information and transmit
the control information to the service platform.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진보성 거절결정(거절이유통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에너지에 관련된 스마트 가정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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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1.16.)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7.23.) → 거절결정(2020.3.17.)

Ÿ

유럽: 진보성 거절결정(2020.5.26.)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1.2.)

☞ IoT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정이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 등에
관한 발명인데, 주요국에서 모두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음

6. PCT/CN2018/082601 (2018.04.11.) (#2-3) 원격 제어 세탁기(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CN2018082601
WASHING

MACHINE CONTROL METHOD, AND WASHING MACHINE

QINGDAO HAIER

출원인:

2018.04.11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IPC,CPC:

CO., LTD.
D06F34/05,D06F39/14,D06F34/20
D06F34/05,D06F2105/44,D06F34/20,D06F39/14
1. A method for controlling a washing machine, comprising a local control mode and a remote control

청구항1:

wherein: a washing machine authorizes or forbids the intelligent terminal to remotely control the washing

mode being implemented through an intelligent terminal;
machine according to state information of the washing machine after receiving a remote control
request transmitted by a local machine or the intelligent terminal.

기타
청구항:

-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유럽, 중국: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세탁기를 IoT등에 접속된 지능형 터미널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
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출원공개 US.201816607593.A 2020.5.19.)

Ÿ

일본: (심사청구 2020.6.18.)

Ÿ

유럽: 유럽단계 진입(2019.11.22.) → (European Search Opinion 신규성, 진보성 부정
2020.2.5.)

Ÿ

중국: 신규성, 진보성 의견제출통지(2020.5.7.)

☞ 유럽, 중국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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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CT/CN2018/082604 (2018.04.11.) (#2-4) 원격 제어 세탁기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청구항1:

CN2018082604
WASHING

2018.04.11

MACHINE CONTROL METHOD AND WASHING MACHINE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D06F33/00,D06F39/08,D06F34/28,D06

D06F33/00,D06F37/42,D06F34/28,D06F39/083
F37/42
1. A method for controlling a washing machine having a remote control function, comprising:
after the washing machine being powered off and being restarted, the remote control function being
controlled to be enabled or disabled according to an unlocked or a locked state of a door lock.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0. A washing machine using the method
한국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원격제어 기능이 부착된 세탁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출원공개 공보 2020.5.7.)

Ÿ

일본: (없음)

Ÿ

유럽: (European Supplementary Search Opinion 진보성 거절이유 2020.2.11.)

Ÿ

중국: (없음)

8. PCT/IB2017/056271 (2017.10.11.) (#2-5) EM2IoT 에너지 검침 시스템(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B2017056271

IPC,CPC:

G06Q50/06,G05B15/02,H04L69/16,H04L67/12
B15/02
1. An online energy audit system based on Electromechanical to Internet of Things (EM2IoT) and for

ONLINE ENERGY

2017.10.11
AUDIT SYSTEM

E M INTELLIGENCE LIMITED
G06Q50/06,H04L29/08,H04L29/06,G05

use in a building,
comprising at least one versatile device and data management unit (DMU) adapted and configured for
connecting, interacting, intercommunicating with each of energy metering devices, energy
consuming devices, and/or environmental sensors installed in the building and manipulating first

청구항1:

data received and transmitted therebetween by making use protocols including RS232, RS485,
MODBUS, RTU, BACnet, Lonworks, KNX, M-BUS, and/or CAN;
and for outputting and sending a second data derived from the first data in a dedicated format with
TCP/IP protocol and/or UDP/IP protocol to a remote server or control management apparatus for
performing system control and data analysis operations for enabling an online and real-time energy
audit for the building.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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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일렉트로 미케니컬 to IoT’에 기초한 에너지 검침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신규성, 진보성 최종거절이유통지(2020.3.3.)
- 신규성 거절(청구항 1-7,9,10) US Pat Pub 2016/0026729 to Gil et al.
- 진보성 거절(청구항 8)
․ 제8항은, 위 제1항-제7항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인용발명(US Pat Pub 2016/0026729
to Gil et al.)에

second data에 대하여 컴퓨터 관리 장치에 저장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점이 개시되어 있는 인용발명(US Pat Pub 2016/0026729 to
Shao)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 청구항 보정(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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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없음)

Ÿ

유럽: (보충 검색 의견서, 신규성, 진보성 부정 2020.5.4.)
- 제1항 발명은 D1(US 2013/304264 Shao Zehua)에 의하여 신규성 부정
- 나머지 청구항은 진보성 부정
․ 제2항의 추가적 특징은 예를 D3(30, 31 문단)에 기재되어 있듯이,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구성이고, 제3-7항, 9-10항의 추가 구성도 데이터 저장, 전송 제어 분야에서
자명한 구성임
․ 제8항의 ‘암호과 기술’도,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임

Ÿ

중국: (없음)

☞ 미국, 유럽 특허청에서 IoT 기술을 이용하여 빌딩 등의 전력량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원발
명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9. PCT/KR2016/012768 (2016.11.08.) (#2-6) 블록체인 인증을 이용한 IoT 기반
사물 관리(진보성 인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IPC,CPC:

KR2016012768
IoT-based

2016.11.08

10-2015-0168483(2015.11.30.)

things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block-chain authentication

Sam Gu Chun
H04L29/06,H04L9/32,H04W12/06,H04W
4/70,H04L9/08,H04L9/30,H04L29/08

H04L9/3265,H04L2209/38,H04L2209/80,H04L9/083,H04L9/30,
H04L9/3236,H04L9/3273,H04L63/062,H04W4/70,H04W12/06,H
04L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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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1:

(한국 대응 등록특허의 청구항)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9항 방법
한국
기타

등록
미국, 일본, 유럽: 특허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IoT에 기반한 사물 관리 시스템에서, 노드에 접속된 명령어의 인증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일부 청구항 기재불비(2016.10.7) → 등록결정(2016.11.1)

Ÿ

미국: 등록결정(2020.3.31.)

Ÿ

일본: 등록결정(2019.9.24.)

Ÿ

유럽: 등록결정(2020.2.6.)

Ÿ

중국: (미확인)

☞ IoT 기반의 사물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노드에 접속된 명령어의 인증을 수행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명령어의 인증시 위조 방지 등의 효과의 발생이 예상되
므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고 있음

10. PCT/KR2016/014463 (2016.12.09.) (#2-7)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KR2016014463
Technique for

2016.12.09

10-2015-0175124

controlling equipment based on bio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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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IPC,CPC:

Samsung Electronics Co., Ltd.
G16H50/20,G05D23/19,G06F3/16,G06F

G05D23/1919,G06F3/015,G06F3/16,G16H40/63,G16H50/20,F2

3/01,F24F11/50,A61B5/01,A61B5/024,

4F2110/10,G16H10/60,A61B5/01,A61B5/02405,A61B5/0533,A

A61B5/053,A61B5/00,G16H40/63,F24F

61B5/7405,A61B5/746,F24F11/50,G05D23/19,G06F3/01
110/10,G16H10/60
A method of generating an instruction to control a device based on biometric information,
acquiring at least one biometric information;
determining whether to calculate a calorific value using the stored biometric information and the

청구항1:

obtained biometric information, and calculating the calorific value using the stored biometric
information and the obtained biometr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termined result; And
generating an instruction to control the equipment based on the calculated calorific value.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US Pat #10466726)
12. An apparatus configured to generate a command to control an external equipment based on
biometric information, the apparatus comprising: ...
한국
기타

미국, 유럽: 등록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인간의 체온 등과 같은 다양한 생체정보에 기초하여 인체의 발열량 등을 계산
하고 이에 따라 장비 등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2015.12.9. 특허출원 → 보정서(2016.12.9.) → (심사청구 기한 2020.12.9.)

Ÿ

미국: (거절이유 통지 없이) 등록결정(2019.7.11.)

Ÿ

일본: 심사청구(2019.10.16.)

Ÿ

유럽: 청구항 한정 보정(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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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20.5.27.)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7.24.)

11. JP2015-004414 (2015-01-13) (#3-1) IoT 위치정보를 이용한 거래 효율화(유럽
만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7004414

2015-01-13

JP2014-94659의 분할출원

効率的な取引のためのユ-ザプロファイルおよび地理的位置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30/06,140@G,G06F17/30,340@A,
G06Q30/02,150,G06F17/30,310@Z,G06
F13/00,510@G,G06Q30/02,470,G06Q3
0/06,300,G06Q30/02,G06F16/9035,G06
F16/909

청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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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K

기타
청구항:

청구항 12. 컴퓨터 가독 기억매체(コンピュータ可読記憶媒体)
한국

출원경과:

기타

등록
JP,5714199,B 미국, 중국: 등록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이동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구현된 디바이스 등에 관한 발명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국제분할출원(1020127024786) → 의견서, 보정서(2014.12.17.)

→ 거절결정(2015.4.24.) → 재심사청구 → 의견서, 보정서(20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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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15.8.21.)

Ÿ

미국: 등록결정

Ÿ

일본: 등록결정

Ÿ

유럽: 보정서, 의견서(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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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 부정’ 의견제출통지(2020.4.21.)

Ÿ

중국: 청구범위 보정(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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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16.9.1.)
☞ IoT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유럽 특허
청을 제외한 국가의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 유럽 특허청에서는 ‘위치 정보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특성’을 부정하여 결국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12. JP2015-022029 (2015-02-06) (#3-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7022029

2015-02-06

より速いサ-ビス取得のための好ましいＰＬＭＮリスト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W48/16,134,H04M11/00,303,H04W
8/02,H04W88/18,H04W48/18
【請求項１】

ZJM

複数のユーザデバイスから処理デバイスが、１つ以上の地理的場所において前記複数のユーザデバイスの少なくと
も１つにローミング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利用可能なネットワークを識別するネットワークデータを受
信する段階と、
前記ネットワークデータに基づいて前記処理デバイスが、前記１つ以上の地理的場所の第１の地理的場所に関連す
る好ましいネットワークの識別子のリストを作成する段階と、
前記処理デバイスが、前記複数のユーザデバイスへ前記好ましいネットワークの識別子のリストを送信する段階と

청구항1:

、
前記複数のユーザデバイスから追加のネットワークデータを定期的に受信する段階であって、前記追加のネットワ
ークデータは、ローミングサービスに対する要求を拒否したネットワークを除去し、ローミングサービスに
対する要求を受け入れたネットワークを追加した前記好ましいネットワークの識別子のリストを含む、段階
と、
前記追加のネットワークデータに基づいて、前記識別子のリストを更新する段階と、
前記複数のユーザデバイスへ前記更新された識別子のリストを送信する段階と、
を含む方法。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청구항 8 시스템
한국
기타

(없음)
JP,6009594,B 미국, 유럽, 중국: 등록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정보 없음)

Ÿ

일본: 의견서, 보정서(위 청구항 밑줄 부분, 2016.4.25.) → 등록결정(2016.8.17.)

Ÿ

미국: 등록결정(2014.6.11.)

Ÿ

유럽: 등록결정(2018.1.22.)

Ÿ

중국: 등록결정(2016.9.7.)

13. JP2015-106271 (2015-05-26) (#3-3)
출원번호:

27106271

2015-05-26

JP2013-549603의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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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遠隔ヘルスケアワイヤレス通信ハブデバイスおよびサ-ビスプラットフォ-ムシステム
クアルコム，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M11/00,302,H04W76/02,H04M11/0
0,301,H04W76/10
【請求項１】

ZJP

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へのアクセスを提供するための方法であって、
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識別子を通信ハブデバイスから受信するステップであって、前記通信
ハブデバイスが、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に対応するネイティブなフォーマットのデータ
を処理するためのドライバソフトウェアモジュールを用いずに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を
識別するように構成される、ステップと、

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が前記通信

ハブデバイスから受信されたときからの時間を判定するステップと、
前記時間と所定の接続周期の値を比較するステップと、
前記時間が前記所定の接続周期の値を超える場合に、シンプルメッセージサービス(SMS)メッセージを遠隔サーバ
から前記通信ハブデバイスへ送信するステップであって、前記SMSメッセージが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

청구항1:

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を送信するように前記通信ハブデバイスに指示する、ステップと、
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を、前記遠隔サーバにおいて前記通信ハブデバイスからネイ
ティブなフォーマットでカプセル化されたインターネットプロトコル(IP)パケットと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介
して受信するステップと、
前記カプセル化されたIPパケットをアンパックし、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を取得する
ステップと、
前記遠隔サーバにおいて、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識別子に対応するドライバソフトウェアモ
ジュールを使用して前記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を処理し、前記ドライバソフトウェ
アモジュールを必要とすることなくアクセス可能なフォーマットに前記データを変換するステップと、
前記遠隔サーバにおいて、前記変換された電子医療またはフィットネスデバイスのデータを記憶するステップと
を含む方法。
청구항 2 전자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청구항 3 ...통신허브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단
청구항 4
한국
기타

서버의 프로세서에게 동작을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을 기억하는
프로세서 판독가능매체
등록결정(2018.12.5.)
JP,6120905,B 미국, 중국: 등록; 유럽: 취하간주(2020.3.3.)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8.12.5.) → 특허등록(2019.3.15. 등록번호 10-1956972)

청구항 1
원격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원격 서버에서 통신 허브 디바이스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 (Simple Message Service; SMS) 메
시지를 송신하여 상기 원격 서버와 상기 통신 허브 디바이스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무선 통신 링크를
확립하는 단계로서, 상기 SMS 메시지는 액션을 취할 것을 상기 통신 허브 디바이스에 지시하는, 상기
SMS 메시지를 송신하여 상기 무선 통신 링크를 확립하는 단계;
상기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의 메뉴를 제시하는 웹페이지를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상기 메뉴를 사용하여 생성된 커맨드를 포함한 액세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통신 허브 디바이스에 의해 송신된 상기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의 식별자에 대응하
는, 상기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에 대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상기 커맨드
를 상기 전자 의료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네이티브 포맷으로 포맷팅하는 단계;
상기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상기 포맷팅된 커맨드를 캡슐화된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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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패킷들로서 상기 통신 허브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네이티브 포맷의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
이스 데이터를, 캡슐화된 IP 패킷들로서 상기 원격 서버에서 상기 통신 허브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링크를 통해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 데이터를 네이티브 포맷으로 획득하기 위해 캡슐화된 IP 패
킷들을 언패킹하는 단계; 및
상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상기 원격 서버에서 네이티브 포맷의 상기 전자 의료 또
는 피트니스 디바이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의료 또는 피트니스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

Ÿ

미국: [US.201514874741.A]: 의견서, 보정서(2018.6.11.) → 등록결정(2018.8.29.)

Ÿ

일본: 등록결정.

Ÿ

유럽: [EP.12701614.A]: 신규성(1항), 진보성 부정 (특허적격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
서, 2013.7.30.)

(1항 신규성, 생략)

→ 보정서(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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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1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7.2.15.)

(진보성 거절, 생략)
→ 의견서, 보정서(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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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C §123(2) 보정의 ‘신규사항 추가금지’ 거절이유(2019.7.24.)
→ (의견서, 보정서 미제출) 취하간주(2020.3.3.)

Ÿ

중국: [CN.201280008994.A]: 등록결정(2016.2.24.)

14. JP2015-115512 (2015-06-08) (#3-4) 의류 공동 디자인(유럽특허청만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27115512

2015-06-08

オンライン商取引における共同活動の方法
ナイキ

イノベイト

セ-．

フ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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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Q30/06,126@E,G06Q30/06,140@G,
G06Q30/06,300,G06Q30/06,320,G06Q3
0/06
【請求項１】

FI/Zit

ZJM

第1のユーザに第1のユーザインターフェースを提示することのできる第1の表示装置を含む第1のコンピューティ
ングシステムと、
第2のユーザが前記第1のユーザとの共同デザインセッションに参加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ためのデータを送信する
ための出力システムと、

청구항1:

前記第1のユーザまたは前記第2のユーザのどちらかから基準となる履物製品の選択を受信するための第1の入力シ
ステムと、
前記第1のユーザおよび前記第2のユーザによって生成される履物デザイン入力を受信し、前記第1のユーザおよび
前記第2のユーザによって生成される前記履物デザイン入力に従って前記第1の表示装置上で前記基準となる
履物製品の外観を変更し、少なくとも部分的に前記基準となる履物製品の費用および複数の性能特性に基づ
いて、利用できる別の履物デザインの提案を生成するようにプログラムされかつ適合された処理システムと
を含む、履物の共同デザインのためのシステム。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청구항 8 방법
한국
기타

(재심사) 등록결정(2016.2.22.)
JP,5980994,B 미국 등록결정(2017.2.28.)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6.2.22.) → 특허등록( 2016.5.23. 등록번호 10-1625346)

청구항 1
의류를 합작(collaborative) 설계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1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
함하며, 상기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용가능한 의류 설계 대안들에 대한 추천의 생성을 허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제1 컴퓨팅 시스템;
제2 사용자가 상기 제1 사용자와의 합작 설계 세션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출력 시스
템;
상기 제1 사용자 또는 상기 제2 사용자 중 어느 한 명으로부터 의류 기본 물품에 대한 선택을 수신하는 제
1 입력 시스템; 및
처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1 사용자 및 상기 제2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의류 설계 입력을 수신하도록, 상
기 제1 사용자 및 상기 제2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의류 설계 입력을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상기 의류 기본 물품의 외관을 수정하도록, 상기 의류 기본 물품의 비용 및 복수의 성능 특
성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이용가능한 설계 대안들에 대한 추천을 생성하도록, 그리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의류 기본 물품의 제1 성능 특성에 대한 예상 효과를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생성하도록 프로그램되고 구성된 것인, 처리 시스템
을 포함하는 의류 합작 설계 시스템.

Ÿ

미국: [US.47033809.A] 등록결정(2015.10.8.)

Ÿ

일본: 등록결정(2016.6.29.)

Ÿ

유럽: [EP.10726358.A] 진보성 부정 심사의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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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술적 특징은 진보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하지 않음
(중략)

☞ 디자인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안의 제공 등의 구성은, 기술적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선행기술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음. 결국 청구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됨
→ 거절결정(2018.5.22.)

Ÿ

중국: [CN.201080027640.A] 등록결정(2015.11.19.)

☞ 이 사건에서도 유럽 특허청에서만 일부 한정에 대하여 이를 비기술적 구성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
고, 나머지 주요 4국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15. JP2015-508354 (2014-10-01)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미국 성립성 부정,
일본 등록; 유럽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27508354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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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健康情報処理装置及び方法
国立大学法人東北大学 , 株式会社東芝
G06Q50/22,130,G06Q50/22,G16H20/00

ZJP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5항: 건강정보처리 방법
한국
기타

JP,6212784,B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유저의 게놈 정보 등의 생체정보로부터 라이프스타일, 향후 발병가능성이 있는
질병 등을 도출하고, 향후 건강 위험도 등을 추정하는 건강정보 처리장치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발명의 성립성(특허대상 적격성) 부정 거절이유(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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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전항은, 사법적 불특허 대상인 ‘추상적 사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됨

☞ 청구항에서는 ‘추상적 사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구조적’ 요소가 추가되어 있지 아
니함
→ (인터뷰에서 출원인은 ‘추상적 사상’의 ’실용적 응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관은 불인정) →

출

원 포기 상태(2019.4.5.)

Ÿ

일본: [JP.2015508354.A] (청구항 1-4항은 거절이유통지 없이) 등록결정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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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6212784호)
Ÿ

유럽:

☞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의 자동화된 처리’에 불과

☞ 영업 혹은 행정 절차를 단순히 네트워크 컴퓨터에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 (성립성이 아닌) 진보성 거절

Ÿ

중국: 거절이유통지(2017.3.1.)(내용 미확인)

☞ 사용자의 생체정보로부터 라이프스타일, 향후 발병가능성이 있는 질병, 건강 위험도 등을 추정하는 건
강정보 처리장치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을 긍정하여 특허등록하였으나, 미국 특허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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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상적 사상에 해당하여 특허대상 적격성을 부정하고, 유럽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각국 특허청의 태도가 상이한 점에서 주목됨

16. JP2015-529811 (2013-06-28) (#3-6)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7529811

2013-06-28

車両群に対する段階的アクセスレベル
インテル コ-ポレイション
B60W50/10

ZJT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JP,6074039,B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6.3.16.) → 출원포기 결정(출원인 무대응,
2016.9.23.)

Ÿ

일본: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6.3.8.)

→

의견서,

보정서(위

밑줄부분,

2016.6.8.) → 등록결정(2016.12.6.)
Ÿ

유럽: (없음)

Ÿ

중국: 거절이유통지(2018.2.24.)(내용 미확인)

17. JP2016-079080 (2016-04-11) (#3-7) 위치베이스 디바이스 자동화 (유럽만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28079080

2016-04-11

位置ベ-スデバイス自動化

- 271 -

출원인:
FI/Zit

アップ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
H04M11/00,301,H04Q9/00,301@D,H04
Q9/00

ZJG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8항: 시스템
15항: ... 동작을 상기 1개 이상의 프로세서에게 실행시키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한국
등록
기타
JP,6059382,B

▷ 발명의 기술적 특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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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등록결정(2015.3.20.)

Ÿ

일본: 등록결정(2016.11.18.)

- 273 -

Ÿ

유럽: 보정서, 의견서(2016.12.16.)

→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7.4.6.)
· 제1, 2, 4-6, 11, 14-16항): 신규성 거절(D1)
· 제3, 9, 10, 12, 13항: 진보성 거절(야간에는 난방을 끈다는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 장치의
상태를 조정한다는 추가 기술적 구성은 주지기술임)
· 제7, 8항: 진보성 거절(D3에서 주택 자동화를 위한 비슷한 해결방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자동화 세팅의 평균화를 채용하고 있는 점이 개시되어 있음)
→ (의견서, 보정서 제출 없음) 취하간주(2017.11.28.)

Ÿ

중국: 등록결정(2016.8.24.)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에서는 등록결정된 점에서 공통이나, 유럽특허청에서는 진보성 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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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점에서 차이가 있음

18. JP2016-245354 (2016-12-19) (#3-8)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245354

2016-12-19

ハイブリッドド車両の制御装置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B60W10/26,900,G01C21/26@A,B60K6/
445,B60W20/12,B60L11/14,B60L3/00@
S,B60L50/16,B60L50/61,B60L53/68,B6
0L58/12

ZJT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거절결정
JP,6583244,B 미국,유럽: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3.7.) → 거절결정서(2019.7.9.)

Ÿ

미국: 등록결정(2019.11.20.)

Ÿ

일본: 등록결정(2019.8.6.)

Ÿ

유럽: 등록결정(2020.4.2.)

Ÿ

중국: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2.)

19. JP2016-537810 (2014-08-2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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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37810

2014-08-27

アドヒアランス監視用のデバイス、システム、方法および消耗品用のディスペンサの使用監視用のデバイス、シス
テム、方法
ゲッコ? ヘルス イノベ?ション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50/24,A61J1/00@Z,A61M15/00@Z
,G16H10/00,G16H20/10,G16H20/13

ZJP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JP,6509864,B 미국: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심사청구(2019.8.26.)

Ÿ

미국: US 201514702165.A: 등록결정(2017.3.3.1)

Ÿ

일본: 등록결정(2019.3.6.)

Ÿ

유럽: (없음)

Ÿ

중국:

1출원

1발명주의(특허법

제31조

제1단)

위반(1,14,21항)

거절이유통지

(2019.7.25.) → 청구항 보정서(2019.10.9.)

20. JP2016-544362 (2014-09-26) (#3-10) 키오스크 관리방법(한국, 미국, 일본
등록; 유럽 진보성 거절)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44362

2014-09-26

한국출원번호 10-2016-7007590

キオスク管理システムによるモバイル取引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6Q30/06,300,G06Q10/08,330,G06Q3
0/06

청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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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M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2항: 키오스크 관리 서버
한국
기타

등록결정
JP,6293908,B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소비자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키오스크’
(자동 판매기 등)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특징
이 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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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12: 시스템

Ÿ

미국: 등록결정(2018.4.16.)

- 278 -

Ÿ

일본: 등록결정(2018.1.22.)

- 279 -

Ÿ

유럽: 진보성 거절결정(2019.11.15.)

(...)

☞ 청구항 1항 발명은 인용발명(D1)과, 상품이 제공되거나 픽업되는 키오스크를 선택하는 자가 ‘제공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점에서 일부 구성의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영업에 관련된 비기술적 차
이점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함에 기여하지 않음 → 진보성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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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종속항의 경우에도, 청구항1에 비하여 추가적인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추가된 특징도 영업적
측면(business aspects)의 특징이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구현(straightforward implementation)에
불과한 것으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기여하지 않음 → 진보성 거절

Ÿ

중국: (미확인)

☞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진보성이 긍정되었으나, 유럽 특허청에서는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이 영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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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성이 부정됨

21. JP2016-549713 (2016-06-06) (#3-11) 운전 데이터 조절 방법(한국, 미국, 중국
등록; 일본, 유럽 거절)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49713

2016-06-06

運転データ調節方法、装置、プログラム及び記録媒体
小米科技有限責任公司
F04D27/00,101@C,F04D27/00,101@U,
F04D27/00

ZJG

【請求項１】
各テーマパックはそれぞれ予め編集された運転データを含み、テーマパックリストは少な
くとも一つのテーマパックの紹介情報を含み、テーマパックリスト表示命令が検出され
ると、アプリケーションインタフェースに前記テーマパックリストを表示するステップ
청구항1:

と、
前記テーマパックリスト上のユーザの選択命令が検出されると、前記選択命令に基づいて
前記ユーザが選択したテーマパックを特定するステップと、
前記テーマパック中の運転データを取得して、送風装置が、少なくとも風速及び風向角
度が含まれた前記運転データに従って送風するようにするステップと
を含むことを特徴とする運転データ調節方法。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21항: 단말기
한국
기타

등록
미국, 중국: 등록결정, 일본: 거절결정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송풍기 등의 풍속, 풍향 등을 조절하여 운전(運轉)39)하기 위한 풍속, 풍향 각도
등의 운전 데이터(‘데이터 팩’)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조절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등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8.1.11.)

39) 여기서 운전은 자동차의 운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기 등의 운전을 의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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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의 위도, 경도 등의 좌표 정보, 이에 따른 날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송풍 장치 등의 운전데이터
를 조절하고 있고, 진보성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보정서 등을 통하여 인용발명에서는 송풍
장치에 기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송풍기 등을 조절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음 → 등록결정

Ÿ

미국: 등록결정(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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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신규성(1-2, 5-6, 9-11), 진보성(전항), 확대된선원 거절이유통지(2017.7.18.)
→ 청구항 보정

→ 거절결정(2017.12.14.)

Ÿ

유럽: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2020.4.9.) → 청구항 보정서(청구항 2항으로 1항
을 한정하는 등,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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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등록결정(내용 미확인,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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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의 위도, 경도 등의 좌표 정보, 이에 따른 날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송풍 장치 등의 운전데이터를
조절하는 점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한국, 미국, 중국에서는 등록결정되었으나, 일본은 거절결정, 유
럽은 거절이유 통지된 상태임

22. JP2016-555571 (2015-03-04) (#3-1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55571

2015-03-04

自動的に決定された出発点と選択された目的地との間のナビゲーション案内
グ-グ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
G01C21/34,G09B29/10@A,G09B29/00
@A,G01C21/26@P,G06F17/30,340@A,
G06F17/30,170@C,G08G1/005,G06F16
/9035,G06F16/909

ZJT

【請求項１】
地図作成アプリケーションにおいてナビゲーション案内を提供する方法であって、
1つまたは複数のコンピューティング装置において、地理的位置の指示を受信するステップ
であって、前記地理的位置が目的地位置である、ステップと、前記1つまたは複数のコ
ンピューティング装置において、ユーザ装置から前記地理的位置を含む地図表示域の指
청구항1:

示を受信するステップと、
前記1つまたは複数のコンピューティング装置によって、前記地図表示域内で、人々が前記
地図表示域内の他の位置からよりもそこから前記地理的位置にアクセスする可能性が高
い複数の候補出発点を識別するステップと、
前記複数の候補出発点の中から出発点を自動的に選択するステップと、
前記ユーザ装置上での表示のために、前記出発点から前記地理的位置に向けて前記ユーザ
装置のユーザを誘導するためのナビゲーション案内を生成するステップとを含む方法。
【請求項１６】
通信インターフェースと、
ユーザインターフェースと、
前記通信インターフェースおよび前記ユーザインターフェースに結合された1つまたは複数
のプロセッサと、
前記1つまたは複数のプロセッサに結合されかつ、前記1つまたは複数のプロセッサによっ
て実行された場合に、

기타
청구항:

前記ユーザインターフェースを介して現在の地図表示域内のデジタル地図を表示し、
現在の地図表示域内の地理的位置の選択を受信し、
前記地理的位置の指示および前記現在の地図表示域の指示を、前記通信インターフェース
を介してネットワークサーバに送信し、ここで、前記地理的位置が目的地位置であり、
前記ネットワークサーバから、(1)ユーザがそこから前記地理的位置にアクセスする可能性
が高い場所として、前記ネットワークサーバによって自動的に選択された、前記地図表
示域内の出発点の指示、および(2)前記出発点から前記地理的位置に向けて移動するた
めのナビゲーション案内を受信するとともに、
前記ユーザインターフェースを介して前記ナビゲーション案内のビジュアライゼー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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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提供することを
クライアント装置に行わせるための命令を記憶している非一時的コンピュータ可読メモ
リと
を備えるクライアント装置。
출원경과:

한국
기타

JP,6316980,B

▷ 발명의 기술적 특징: 내비게이션 장치 등에서 목적지를 정한 경우, 다수의 후보 출발지 중에서 자동
적으로 목적지로 안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장치 등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7.2.8.)

Ÿ

미국: 등록결정(2015.6.11.)

Ÿ

일본: 등록결정(2018.2.26.)

Ÿ

유럽: 거절결정(거절결정 이유는 아래 참조, 2018.12.10.) → 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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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는 비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비기술적 특징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비기술적 특징을 제외한 부분은 통상의 하드웨어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
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

Ÿ

중국: 등록결정(2019.6.4.)

23. JP2016-561020 (2015-01-22) (#3-13) 개념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방법(한국,
일본 등록; 미국 성립성 부정; 유럽,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61020

2015-01-22

概念連携オンライン学習サービス方法及びそのためのサービスシステム
キム ヨウンゴン,キム ヨンウォン
G06Q50/20,G09B7/02,G06F13/00,560
@A,G06F13/00,540@A

ZJM

【請求項１】
オンライン上のサービスサイトを介して学習サービスを提供するオンラインサービスサー
バーによるサービス方法において、
学生会員、または教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のうちのいずれか一人のユーザからのサー
ビス要請発生時、予め登録しておいた学習問題を抽出して提供する問題提供段階と；
前記提供された学習問題に対する答案及び当該答案の導出のための解き方の過程の説明資
料を教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からオンラインでアップロードしてもらって保管する
청구항1:

資料収集段階と；及び、
学生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の要求に応じて前記保管された各問題別答案と前記説明資料
を当該サービスサイトを介して提供する情報提供段階と
を含んで進行され、
前記資料収集段階の解き方の過程に対する説明資料は映像及び音声を含み、また、当該教
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が作った講義資料であることと共に、前記教師会員に登録さ
れたユーザが解き方の過程で適用した方程式の類型や説明の特徴に対する類型を指定し
解き方の類型別に分類された状態で登録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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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提供段階では学生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が前記解き方の過程に対する説明資料の確
認を通じてその説明資料をアップロードした教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のその他の登
録資料も追加で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学生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
が自分の水準や学習方法に最も適合するように説明する教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を
指定してメンターとメンティーの関係を結べるようにすると共に、上記メンターに指定
された教師会員に登録されたユーザには前記メンティーに指定された学生会員に登録さ
れたユー
ザの学業成就度や水準などを照会できる権限を付与する過程がさらに含まれて進行される
ことを特徴とする、概念連携オンライン学習サービス方法。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등록
JP,6113937,B 미국: 불특허대상 거절; 유럽, 중국: 진보성 거절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

Ÿ

일본에서 IoT 서비스 발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영업방법 발명의 일
종으로 보임.
- 즉,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
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문제 풀이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피드백하는
정보제공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당초 출원에 대해서 진보성 거절이유가 통지된 후, 청구항을 멘토와 멘티를 설
정하고 멘토에게는 멘티의 성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허등록되었음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특허출원 10-2014-0040979) →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5.9.24.) → 보정서,
의견서(2015.12.23.) → 등록결정(2016.5.24.)

특허청구범위 제1항
온라인상의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서버에 의한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학생 회원 또는,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중 어느 한 사용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 발생시 미리
등록된 학습 문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문제 제공단계;
상기 제공된 학습 문제에 대한 답안 및 해당 답안의 도출을 위한 풀이 과정의 설명 자료와, 이 학습
문제에 관련된 응용 문제 및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의 설명 자료를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
용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업로드 받아 보관하는 자료 수집단계; 그리고,
학생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보관된 각 문제별 답안과 상기 설명 자료를 해당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제공단계;를 포함하여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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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서에서 추가 한정한 부분)
상기 자료 수집단계의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는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면서 해당 교사 회원으
로 등록된 사용자가 만든 강의 자료임과 더불어 상기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풀이 과정
에 적용한 방정식의 유형이나 설명의 특징에 대한 유형을 지정하여 풀이 유형별로 분류된 상태
로 등록되고,
정보 제공단계에서는 학생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상기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의 확인을 통
해 그 설명 자료를 업로드한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여타 등록 자료도 추가로 검색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자신의 수준이나 학습 방법에 가장 적합
하게 설명하는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를 지정하여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
과 더불어 상기 멘토로 지정된 교사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에게는 상기 멘티로 지정된 학생 회
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학업 성취도나 수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더
포함되어 진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 연계 온라인 학습 서비스방법.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 보고서”(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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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기관(한국 특허청)에서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부정함

Ÿ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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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발명은, ‘추상적 사상’에 관한 것으로 불특허대상이고, 인간의 손으로 행할 수 없다는 점과,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특허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출원 취하(2017.10.26.)

Ÿ

일본:

(국내단계

진입

2016.10.3.)

→

보정서

제출(2016.11.9.)

(2017.2.28.)

☞ 한국 출원에서 보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정 보정하여, 특허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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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

Ÿ

유럽: 신규성·진보성 부정 통지(2017.7.27.)

→ 취하간주(2018.4.9.)
☞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은 ‘web/WAP 서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학습자/교수자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는 ‘비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명은 통상의 web/WAP 서버와 동
일하고, 또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2.5)·진보성(2.6)이 부정됨

Ÿ

중국: 진보성(22조 3단) 거절이유통지(2019.1.23.)

☞ 청구항 1-3에 대하여, 특허법 제22조 제3문단의 ‘진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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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국에서는, 인용발명 1을 주 선행발명으로, (차이점 1에 대한) 인용발명 2와 (차이점 2에 대한) 인용발
명 3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을 근거로, PCT 국제출원을 한 것으로 전형적인 영업방법 발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제조사기관(한국 특허청)의 견해서에서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나, 보정
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한정 보정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특허등록되었음
☞ 미국에서는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에 지나지 않아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출원취하된 상태임
☞ 유럽 특허청에서는, 학습 단계 등에 관한 발명의 비 기술적 특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적 특징부
분에 의하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고, 결국 특허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에서도 인용발명을 들어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유럽 특허청의
태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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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P2016-570134 (2016-05-17) (#3-14)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8570134

2016-05-17

医療用マニピュレータシステム
オリンパス株式会社
A61B34/37,B25J3/00@Z
【請求項１】

ZJP

患者に作用する処置部と該処置部を駆動する駆動部とを備えるマニピュレータと、
操作者により操作され、前記マニピュレータの動作指令を入力する操作入力部と、
該操作入力部により入力された動作指令に基づいて前記駆動部を制御する制御部と、
前記操作者の識別情報を入力する識別情報入力部と、

청구항1:

前記操作入力部においてなされた前記操作者による操作の履歴情報を、前記識別情報入力部により入力された前記
操作者の識別情報に対応づけて記憶する履歴情報記憶部とを備え、
前記制御部が、前記識別情報入力部に入力された識別情報に対応して前記履歴情報記憶部に記憶されている履歴情
報に基づいて推定される前記操作者の技量が高いほど前記マニピュレータの最大動作速度を高くし、かつ／
または、前記マニピュレータの動作範囲を広げるように制御する医療用マニピュレータシステム。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JP,6109454,B 미국, 일본, 중국: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등록결정(2019.4.17.)

Ÿ

일본: 등록결정(2017.2.14.)

Ÿ

유럽: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1.17.) → 취하간주(2019.9.23.)

Ÿ

중국: 등록결정(2019.7.2.)

25. JP2017-008154 (2017-01-20) (#3-15)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9008154

2017-01-20

複数の情報源を用いる建設区域検出
グ-グ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ウェイモ エルエルシG08G1/09@R,B60W40/06,B60W40/04,B
60W30/16,G08G1/09@F,G08G1/09@V,
G08G1/09@D
【請求項１】

ZJT

車両が走行する道路の先行の地図に関する地図情報を受信することであって、前記地図情報が、前記道路において
存在した交通標識の場所及び種類を示す道路交通標識情報を含む、受信することと、

청구항1:

前記車両に結合されている１つ以上のセンサーを用いるコンピュータ・デバイスによって交通標識を検出すること
と、前記交通標識が前記地図情報から欠落していると判定することと、
少なくとも前記検出された交通標識が前記地図情報から欠落していると判定することに応じて、前記コンピュー
タ・デバイスを用いて前記道路における建設区域の存在の可能性を判定することと、
閾値可能性を上回る前記可能性に応じて、１つ以上の建設区域物体を検出すること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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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記１つ以上の建設区域物体の数及び場所に基づいて道路変化の重要性を判定すること
と、
前記コンピュータ・デバイスによって、前記道路変化の可能性及び前記道路変化の重要性に基づいて前記車両を制
御する指令を提供することと、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を含む方法。
9항, 비일시적 컴퓨터 가독 매체
12항, 제어시스템
한국
등록결정
기타
JP,6257057,B 미국, 유럽: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5.9.11.)

Ÿ

미국: 등록결정(2015.9.4.)

Ÿ

일본: 등록결정(2017.11.2.)

Ÿ

유럽: 등록결정(2016.9.15.)

Ÿ

중국: (없음)

26. JP2017-077255 (2017-04-10) (#3-16) 운동활동 모니터링(IP5개국 성립성 인정,
다만 유럽 특허청만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9077255

2017-04-10

運動活動のモニタリングおよび追跡の方法
ナイキ イノベイト セ-． フェ-．
G06Q50/10,A63B69/00@C,A63B71/06
@J,A61B5/10,310@G,A61B5/22@B,A6
1B5/11,230,A61B5/22,100,G16H20/00

ZJM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0항 ... 컴퓨터 가독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비일시적 컴퓨터 가독 매체
한국
기타

JP,65018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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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기술적 특징: 운동활동 등을 추적 및 모니터링 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수집된 운동활동 데
이터에 기초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복수의 운동활동 목표에 대응하는 가상물체
의 표시 등을 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임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13.11.22.)

※ 청구항 1: ... 방법
Ÿ

미국: 등록결정(2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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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등록결정(2019.3.11.)

Ÿ

유럽: 청구항 보정(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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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7. A method comprising:
receiving input identifying one or more parameters of an acivity challenge;
(....)
→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7.1.24.)

- 300 -

☞ 청구항 7항(method)의 구성 중, 기술적 특징이 인정되는 부분은 줄친 부분(a computing device, the
computing device, ...)이고, 나머지는 행정적 계획(administrative scheme)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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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 판단을 위한 최적의 선행기술은, 기술분야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청
구항 1의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즉 표준의 컴퓨터 시스템이 최적 선행
기술이 됨
☞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과, 나머지 행정적 절차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기술적 상호작용이 없음
☞ 따라서, 행정적 절차는 진보성 판단에 기여하지 않고, 결국 청구항 발명은 표준의

컴퓨터시스템에 의

하여 진보성이 부정 되는데, 예를 들어, ‘표준적 컴퓨터에 관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의 일부가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 D1, D2, D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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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종속항의 특징의 어느 것도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비기술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됨
→ 출원취하(2017.5.2.)
☞ 청구항 발명에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행정 절차에 관한 비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
고, 이러한 비기술적 요소는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항 발명은 표준적인 데이
터 처리 기술을 범용의 컴퓨터에 적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거절

Ÿ

중국: 등록결정(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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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특허청에서만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항에 포함된 영업이나 행정 절차에 관한 요소를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기술적 요소로 판단하는 등,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타
특허청과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7. JP2017-157510 (2017-08-17) (#3-17)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9157510

2017-08-17

自律走行車の車両交通行動を予測して運転決定をするための方法及びシステム
バイドゥ・ユーエスエイ・リミ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ー , Ｂａｉｄｕ ＵＳＡ ＬＬＣ
B60W50/10,B60W30/10,G06F3/0488,13
ZJT
0,G08G1/16@D,G08G1/09@H

청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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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9항: 비일시적 기계가독 매체
17항: 데이터 처리 시스템
한국
기타
JP,6619778,B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등록결정(2019.4.17.)

Ÿ

일본: 등록결정(2019.11.1.)

Ÿ

유럽: 등록결정(2020.4.2.)

Ÿ

중국: (미확인)

28. JP2017-170430 (2017-09-05) (#3-18)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9170430

2017-09-05

自律走行車のコマンド遅延を決定するための方法
バイドゥ・ユーエスエイ・リミ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ー , Ｂａｉｄｕ ＵＳＡ ＬＬＣ
B60W30/18,G05D1/02@H
ZJT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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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JP,6578331,B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등록결정(2018.4.27.)

Ÿ

일본: 등록결정(2019.8.6.)

Ÿ

유럽: 등록결정(2019.10.10.)

Ÿ

중국: 일부 청구항(10-15항) 26조4단 규정(청구범위 기재요건)40) 위반

29. JP2017-530118 (2015-11-24) (#3-19)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29530118

2015-11-24

購入前のウェアラブルデバイスのテスト
インテル コ-ポレイション
G06Q30/06,300,G06Q30/06

ZJM

청구항1:

8항 방법

기타
청구항:

21항 방법을 행하는 프로그램

출원경과:

23항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기계 가독 가능매체
한국
기타
미국, 일본: 등록결정; 유럽, 중국: 진보성 거절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국내단계 진입) (2017.5.18.) → 보정서(2017.9.22.)

Ÿ

미국: 등록결정(2018.1.4.)

Ÿ

일본: 등록결정(2020.5.26.)

Ÿ

유럽: (European Search Opinion)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4.10.) → 취하 간주
(2018.12.21.)

40) 权利要求书应当以说明书为依据，清楚、简要地限定要求专利保护的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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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1.22.)

30. JP2018-132704 (2018-07-12) (#3-20) 안전한 원격 결제(유럽만 진보성 부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30132704

2018-07-12

セキュアな遠隔決済取引処理
ビザ インタ-ナショナル サ-ビス
G06Q20/38,316,G06Q20/38

アソシエーション
ZJK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11항 方法を実行するための前記コンピュータ可読媒体と、を含む、モバイル・デバイス。
36항 方法を実行するための前記コンピュータ可読媒体と、を含む、サーバ・コンピュータ。
한국
등록결정
기타
미국, 일본, 중국: 등록결정, 유럽: 거절이유 통지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3.3.)

Ÿ

미국: 등록결정(2020.1.6.)

Ÿ

일본: 청구항 보정(20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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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2018.6.12.)41)

Ÿ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4.17.)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술적 특징으로는 (모바일 디바이스,
서버 컴퓨터, 암호화, ..)을 들고 나머지 요소는 비기술적 요소로 파악함

41)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기타 청구항에 관한 特願２０１８－１３２７０４은 출원의 ‘단일성 위반’으로 거
절결정되었으나, 본 연구과제 주제와 관련성이 적어 기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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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친 부분은 기술적 특징이고, 나머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고려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비기술적 요소임

(...)
☞ 비기술적 요소라도 기술적 효과를 발생한다면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발
명의 비기술적 요소는 모두 ‘영업 방법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서 기
술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음
☞ 비기술적 요소는 진보성 판단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기술적 요소에 관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Ÿ

중국: 등록결정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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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도 유럽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는 타국가 특허청과 달리, ‘원격거래,
지불 요청, 상인 정보, 피지불자 정보, 암호화된 결제 정보, 결제 요청 메시지, ... 등’을 기술적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기술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영업이나 정보에 관련된 요소는 비기술적 요소로 파악하
고, 비기술적 요소는 진보성 판단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기술적 요소만에 관한 선행발명을 들어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31. JP2018-517609 (2017-01-18) (#3-21) 자율주행자동차용 시스템의 지연보정
제어방법 (중국만 진보성 거절이유)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30517609

2017-01-18

自律走行車に用いられるシステム遅延補正の制御方法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ニB60W50/06,B62D6/00,B60W10/184,B60
W10/04,B60W10/20,B60T7/12@C,B60T
7/12@Z,B62D101:00,B62D109:00,B62D
113:00

청구항1: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7항: 불휘발성의 기계 가독 매체
13항: 데이터처리 시스템
한국
등록결정
기타
미국, 일본, 유럽: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6.3.)

Ÿ

미국: 등록결정(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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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T

Ÿ

일본: 등록결정(2019.12.10.)

Ÿ

유럽: 등록결정(2020.7.9.)

Ÿ

중국: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20.7.20.)

32. JP2018-544195 (2016-12-23) (#3-22)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30544195

2016-12-23

自律車両のための意思シグナル伝達
ウーバー テクノロジーズ，インコーポレイテッド
B60W50/08,B60K35/00@Z,B60Q1/46
【請求項１】

ZJT

自律車両（ＡＶ）のための意思シグナル伝達システムであって、
出力システムと、
１つ以上のプロセッサと、
前記１つ以上のプロセッサによって実行されると、前記意思シグナル伝達システムに、

청구항1:

前記ＡＶの状況的環境を示すセンサー情報を監視させ、
少なくとも部分的に、前記センサー情報に基づいて、外部エンティティを検出させ、
前記出力システムを使用して、前記ＡＶの意思又は前記ＡＶの黙諾の一方を前記外部エンティティに伝達する出
力を生成させる、
命令を記憶する１つ以上のメモリ資源と、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を備えたことを特徴とするシステム。
14항: 자율차량(AV)
19항: 비일시적인 컴퓨터 가독 매체
39항: 방법
한국
기타

없음
미국, 중국: 등록결정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등록결정(2017.11.6.)

Ÿ

일본: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9.11.19.) →거절결정(2020.7.13.)

Ÿ

유럽: European search opinion (일부 독립청구항) 신규성 거절이유 통지(2019.1.4.)

Ÿ

중국: 등록결정(2019.9.27.)

33. JP2019-004566 (2019-01-15) (#3-23)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청구항1:

31004566

2019-01-15

待ち行列管理システム及び方法
ユニバ-サル シティ スタジオズ
G06Q10/02,G06Q50/10

リミテッド

ライアビリテ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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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ンパニZJM

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21항 방법
한국
기타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등록결정(2020.2.26.)

Ÿ

미국: 등록결정(2019.1.14.)

Ÿ

일본: 명확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2018.3.22.) → 거절결정(2018.9.12.)

Ÿ

유럽: 신규사항 추가 보정42) 거절결정(2019.4.16.)

Ÿ

중국: (미확인)

34. JP2019-032693 (2019-02-26) (#3-24) 아이템의 상태 추적 (미국, 일본, 중국
등록결정;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FI/Zit
청구항1:

31032693

2019-02-26

アイテムのステ-タスの追跡
ユナイテッド
G06Q50/32

ステイツ

ポスタル

サ-ビス
ZJM

42) Article 123 Amendments
(2)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it
contains subject-matter which extends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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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구항:
출원경과:

한국
기타

(없음)
미국, 일본, 중국: 등록결정; 유럽 진보성 거절

▷ 발명의 기술적 특징: 우편서비스 등에서 라벨의 요금 지불 및 사용 정보를 수집 갱신하는 등의 방법
으로 우편요금의 지불 현황을 추적하는 시스템
▷ 주요국 출원경과:

Ÿ

한국: (없음)

Ÿ

미국: 등록결정(2017.6.16.)

Ÿ

일본: (관련특허출원 [JP.2017188907.A]) 등록결정(2019.1.29.)

Ÿ

유럽: 진보성 거절이유(2018.12.6.)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본질이 ‘영업’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의 문언에 의하면 기술적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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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스캐닝 모듈, 시큐리티 모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업 단계에 관한 것으로 이러
한 영업단계가 상기 기술적 특징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이들은 진보성 평가와 무관함
→ 진보성 거절 결정(2020.1.16.) (Grounds for the decision p.7)

☞ 실생활의 데이터를 ‘영업방법’에 입력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비록 그 데이터가 판매처 사이
의 지리적 거리 등과 같이 ‘물리적인 파라미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업방법이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발명의 전체적인 구조는 영업적 본질에 관한 것이고, 영업의 목적으로 일부 정보를 상호 관련짓는 것은
진보성의 평가와 무관함.

Ÿ

중국: 등록결정(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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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관련 발명에 대한 IP5개국에서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판단 비교(※상세는 본문 참조)

#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한국

미국

거절결정

등록결정

일본

유럽

중국

비고

스마트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프로그램 및
#1-2

10-2016-7000
134

기록매체(METHOD AND
2015.11.05

APPARATUS, PROGRAM AND
RECORDING MEDIUM FOR
IMPLEMENTING CONTROL

시아오미 아이엔씨.(중국,
베이징,

하이디엔 디스트릭트,

미들 시얼치 로드, **야드,

등록결정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빌딩, *층, ***호)

OF SMART HARDWARE
DEVICE)
콘비다 와이어리스,
#1-24

10-2018-7005
859

2016.08.03

서비스 요소들(SERVICE

엘엘씨(미국 *****-****

ELEMENTS)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등록결정

등록결정

거절이유통
지

벨레뷰 파크웨이 ***)
사물 인터넷 세탁기 제어
방법, 제어
#1-28

10-2018-7015
089

2016.10.27

시스템 및

칭다오 하이어 드럼 워싱 머신

세탁기(WASHING MACHINE

캄파니

CONTROL METHOD,

****** 칭다오 라오샨

CONTROL SYSTEM AND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얼 파크

WASHING MACHINE

하이어 로드 넘버 *)

ON

리미티드(중국 산동

청구항
등록결정

기재불비
거절이유통지

진보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통지

INTERNET OF THINGS)
Intelligent Household
#2-2

CN2016105874 2016.11.15

Energy Internet of Things

CHENGDU

QINCHUAN IOT

System for Intelligent City

TECHNOLOGY CO., LTD.

-

진보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System
WASHING
#2-3

CN2018082601 2018.04.11

MACHINE

CONTROL METHOD, AND
WASHING MACHINE

#2-4

CN2018082604 2018.04.11

WASHING

MACHINE

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진보성
거절이유통
지
신규성,

-

-

-

신규성,

진보성 부정

진보성 부정

의견제출통

WASHING MACHINE CO., LTD.
QINGDAO HAIER DRUM

등록결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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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성 거절

-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 부정하고 있음

CONTROL METHOD AND
WASHING MACHINE

#2-5

IB2017056271 2017.10.11

ONLINE ENERGY

AUDIT

SYSTEM

WASHING MACHINE CO.,
LTD.,QINGDAO HAIER DRUM
WASHING MACHINE CO., LTD.
신규성,
E M

INTELLIGENCE LIMITED

-

진보성

신규성,

-

진보성 부정

거절이유통지

-

IoT-based things
#2-6

KR2016012768 2016.11.08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block-chain
authentication
Technique for

#2-7

KR2016014463 2016.12.09

블록체인 기술을 IoT에
Sam Gu Chun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접목하여 주요국에서
진보성 긍정한 사레

controlling

equipment based on

-

진보성
Samsung

Electronics Co., Ltd. -

등록결정

-

등롞결정

biometric information

거절이유통
지

#3-1

27004414

効率的な取引のためのユ-ザ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2015-01-13 プロファイルおよび地理的
ンコ-ポレイテッド
位置

#3-2

27022029

2015-02-06

#3-3

27106271

遠隔ヘルスケアワイヤレス
通信ハブデバイスおよびサ- クアルコム，インコ-ポレイ
2015-05-26
ビスプラットフォ-ムシステ テッド
ム

#3-4

27115512

2015-06-08

#3-5

27508354

2014-10-01 健康情報処理装置及び方法

#3-6

27529811

2013-06-28

#3-7

28079080

2016-04-11 位置ベ-スデバイス自動化

より速いサ-ビス取得のため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の好ましいＰＬＭＮリスト ンコ-ポレイテッド

イ

オンライン商取引における ナイキ イノベイト
共同活動の方法
フェ-．

イ

セ-．

등록결정

등록결정

-

등록결정

アップル
ド

コ-ポレイション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부정
거절결정

등록결정

-

거절이유통
지

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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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적격성
부정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출원포기)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출원포기)
등록결정

등록결정

유럽에서는 ‘위치 정보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적 특징을 부정하여
결국 진보성 부정하고 있음

등록결정

등록결정

-

インコ-ポレイテッ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취하간주)

国立大学法人東北大学 , 株式
会社東芝

車両群に対する段階的アク
インテル
セスレベル

등록결정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유럽 특허청에서만 기술적
특징 부정하여 진보성
부정하고 있음
미국 특허청은 특허적격성
진보성
거절이유통 부정, 유럽특허청은
거절이유통지 지
특허대상 인정후 진보성
거절

신규성,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유럽 특허청에서만 신규성,
진보성 거절결정됨

(취하간주)
28245354

ハイブリッドド車両の
2016-12-19
制御装置

#3-9

28537810

アドヒアランス監視用のデ
バイス、システム、方法お
ゲッコ- ヘルス イノベ-ショ
2014-08-27 よび消耗品用のディスペン
ンズ インコ-ポレイテッド
サの使用監視用のデバイ
ス、システム、方法

#3-10

28544362

2014-09-26

#3-11

28549713

2016-06-06

#3-12

28555571

#3-13

28561020

2015-01-22

概念連携オンライン学習サ
キム ヨウンゴン,キム
ービス方法及びそのた
ウォン
めのサービスシステム

#3-14

28570134

2016-05-17

医療用マニピュレータシス
オリンパス株式会社
テム

-

#3-15

29008154

2017-01-20

複数の情報源を用いる建設 グ-グル インコ-ポレイテッ
区域検出
ド,ウェイモ エルエルシ-

등록결정

#3-8

진보성
거절결정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キオスク管理システムによ アマゾン テクノロジ-ズ
るモバイル取引
ンコ-ポレイテッド

イ

등록결정

運転データ調節方法、装置
、プログラム及び記録 小米科技有限責任公司
등록결정
媒体
自動的に決定された出発点
と選択された目的地と
2015-03-04
グ-グル インコ-ポレイテッド 등록결정
の間のナビゲーション
案内

運動活動のモニタリングお ナイキ イノベイト
よび追跡の方法
フェ-．

ヨン

セ-．

등록결정

#3-16

29077255

2017-04-10

등록결정

#3-17

29157510

自律走行車両の交通行動を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
2017-08-17 予測して運転決定をするた 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 めの方法及びシステム
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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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
지

등록결정

등록결정

-

출원의
단일성 위반
거절이유통
지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결정

-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한정 보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부정
거절결정

특허적격성
부정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출원취하)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취하간주)
신규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취하간주)

등록결정

유럽 특허청에서만 영업적
측면의 비기술적 특징을
들어 진보성을 부정함

유럽 특허청에서만
비기술적 특징을 들어
진보성 부정함

진보성
온라인 학습방법에 관한
거절이유통 것으로, 한국, 일본에서
지
등록됨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출원취하)

등록결정

등록결정

-

유럽특허청에서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부분은
비기술적 구성으로
진보성에 기여하지 않아,
결국 진보성 부정함

#3-18

29170430

2017-09-05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
自律走行車のコマンド遅延
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 を決定するための方法
ニ-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3-19

29530118

2015-11-24

購入前のウェアラブルデバ
インテル
イスのテスト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통
(취하간주)
지

コ-ポレイション

-

#3-20

30132704

2018-07-12

セキュアな遠隔決済取引処 ビザ インタ-ナショナル
理
ビス アソシエーション

#3-21

30517609

2017-01-18

バイドゥ-ユ-エスエイ-リミ
自律走行車に用いられるシ
テッド-ライアビリティ-カンパ 등록결정
ステム遅延補正の制御方法
ニ-

#3-22

30544195

2016-12-23

自律車両のための意思シグ ウーバーテクノロジーズ，イン
ナル伝達
コーポレイテッド

#3-23

31004566

2019-01-15

ユニバ?サル シティ スタジ
待ち行列管理システム及び
オズ リミテッド ライアビリ 등록결정
方法
ティ カンパニ?

#3-24

31032693

2019-02-26 アイテムのステ-タスの追跡

サ-

등록결정

ユナイテッド ステイツ ポス
タル サ?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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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기재불비

등록결정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진보성
거절결정

(일부 청구항)
신규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명확성,
진보성
거절결정

신규사항 추가
보정 거절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등록결정

유럽특허청에서만
원격거래, 상인 정보,
피지불자 정보 등의
영업방법에 관한 비기술적
요소를 들어 진보성 부정함

진보성
거절이유통
지

진보성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유럽특허청에서는, 일부
물리적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는 영업적 본질에 관한
것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일부 정보를 상호 관련
짓는 것은 진보성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결국
진보성을 부정함

제3절 IP5 국가에서 특허요건별 심사사례 요약
l IP5에서 특허요건별 심사 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특허요건

구분

심사 사례
-미국 특허청: AI #2-9 ‘앙상블 기계학습’; AI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
제공 방법’; AI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AI #3-9 ‘기계학습 기
반 지적재산 지원’;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한국, 일본에서 성립성 인정하였으나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

-유럽 특허청: AI #1-35 ‘모델 파라미터 조합방법’ 의 2018. 11. 22.자 ‘유럽
서치 견해서’;
-중국 특허청: AI #2-18 ‘기계학습에 의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

성립성

미국에서 ‘발명적 착상’이 부정되어 특허적격성이 부정
된 사례

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미국 특허청에서 타 국가와 달리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사례

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AI #2-9 ‘앙상블 기계학습’; AI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제공 방법’; AI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
스’

미국에서 하드웨어 구성 추가로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사례

AI #2-16 ‘data storage device’

일본에서 학습모델에 대하여 프로그램 발명으로서 성
립성을 인정한 사례

부속서 B 3.2 [사례 2-14]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모델”

일본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구
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속서 B 3.2 [사례 2-9]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1’
부속서 A 3 [사례 4-2] ‘전기밥솥의 작동 방법, 동작 프로그램’

일본에서 일부 하드웨어에 의하여 수행되는 절차가 나
와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구체
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부속서 B 3.2 [사례 2-10]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2’

일본에서 데이터 구조에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성립성

부속서 B 3.2 [사례 2-13]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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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례

부속서 B 3.2 [2-15]“구조를 갖는 3D 조형용 데이터”

일본에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하여 성립성을 부정한 사
례

부속서 B 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터”에서,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성립성 부정
사례)

유럽에서 비기술적 특징으로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

AI #1-35 ‘모델 파라미터 조합방법’의 2018. 11. 22.자 ‘유럽 서치 견해서’

유럽에서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되는 구성의 존재로 성
립성을 인정한 사례

IoT #3-16 “운동활동 모니터링 사건”의 유럽 특허청 거절이유 중 2.4 참조

유럽에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
는 경우에 성립성을 인정한 사례(다만 진보성 부정)

IoT #3-20 ‘안전한 원격결제 거래 처리’

유럽에서 비기술적 특징이라도 기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거나, 기술적 시스템과 상호작
용을 하여 기술적 특징을 인정한 사례

명세서
기재요건

AI #3-8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

유럽에서, 기계학습은 인간두뇌 내에서도 수행될 수 있
다는 점을 들어, 기계학습으로 한정한 청구항 발명
이 순수한 정신적 활동에 해당하여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

AI #2-15 ‘데이터세트의 반자동 라벨링’

중국에서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하여,
기술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
성을 인정한 사례

중국 특허심사지침 개정(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43호)의 제2편 제9장 “알고리
즘, 영업방법 등이 포함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에 관한 규정” 6.2. 심사
사례 [예2]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트레이닝 방법”에 관한 사례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
하여, 이를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 진단방법으로 보
아 불특허대상으로 취급한 사례

AI #2-18 ‘기계학습에 의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

우리나라에서 기계학습에서 학습데이터 입력과 출력 사
이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세서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

특허청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중,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택의 온도 자
동 제어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형식의 청구항에
대하여 미국, 유럽과 달리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

AI #1-9

일본에서 상관관계의 존재를 부정하여 기재불비로 판단

부속서 A 1. [사례 46] “당도 추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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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부속서 A 1 [사례 51]“혐기성 접착제 조성물”

일본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

부속서 A 1 [사례 50] “시험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
‘제조조건 데이터’와 ‘검사결과 데이터’(부속서 A 5. [사례 32]제조라인 품질 관
리 프로그램)

일본에서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

‘나사 체결 조건’과 ‘나사의 체결 품질’ 사이(부속서 A 5. [사례 35] 나사 체결
부 품질 추정장치)

일본에서 상관관계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부속서 A 1 [사례 47]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서 ‘웹상에서의 광고활동’과 ‘상품
의 매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추인; 부속서 A 1[사례 48] ‘자동운전 차량’
에서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응답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인

일본에서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인
정한 사례

부속서 A 1 [사례 49] ‘체중추정 시스템’

유럽특허청에서, 독립청구항 상호간에 카테고리를 제외
한 구성이 상이하여 필수구성요소가 상이하여 청구
항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사례

AI #1-38

유럽특허청에서, 학습된 신경망의 사용 방법에 관한 청
구항에 대하여,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

AI #1-42

중국 특허청에서,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码)에 대하
여, 매체나 프로그램(程序)과 달리 기재불비로 판단
한 사례

AI #1-12
AI #1-16

중국 특허청에서 ‘시스템’(一种系统) 청구항을 기재불비
로 판단한 사례

AI #1-49

IP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상관관계를 긍정한 사례

AI #1-36 “기계학습을 이용한 전자기 간섭신호의 처리”
AI #1-25

IP5 주요국에서 기재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AI #1-26 ‘의료적 이미징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
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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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학습모델의 차이 및 그로 인한 효과의 차
이로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신규성
진보성
판단

한국 특허청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2”

한국, 일본에서 학습데이터 전처리로 인한 학습모델 및
효과의 차이를 인정하여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한국 특허청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5”

일본 특허청에서, 구성의 차이가 기재상,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여 인용발명과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구
성에 차이가 없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부속서 A 4 [사례 37] ‘건강관리 시스템’

부속서 A 5 [사례 36]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사례

부속서 A 4 [사례 38] ‘드론 감시 시스템, 드론 장치’

인터넷과 결합하여 구성의 차이가 있고 효과의 차이로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부속서 A 5 [사례 27] “달리기 지원 시스템”

유럽에서 기계학습 모델링은 비기술적 활동이므로 기술
적 시스템인 기계학습 시스템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AI #1-35; AI #3-9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된 경우, 비기술적
특징에 의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영업절차, 행정절차의 자동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진
보성을 부정한 사례

IP5 주요국에서,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새로운 것이고,
이러한 응용에 따른 새로운 효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공통으로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AI #3-8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AI #3-10
의료 등에의 응용 사례(AI #1-27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 AI #1-27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환자의 관상동맥(冠狀-) 등에서의
Fractional flow reserve(FFR)등의 혈액 동역학 인덱스(hemodynamic
index) 값을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의 미국, 일본 특허청 판단)
AI #3-6 ‘보험 사기 예방에 응용’
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

중국 특허청에서,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방법에 대하여
이를 불특허대상인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아 특허
대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진보성을 판단한 사례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AI #2-2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AI #2-7 ‘기계학습에 의한 FFR의 추출’; AI #2-12
‘DNN의 의료 진단 응용’

표 115 IP5에서 특허요건별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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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IP5국가에서의 판단기준 비교와 시사점 및 이에 따른 바
람직한 심사기준 방안의 도출
제1절 IP5 국가의 심사기준, 심사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1. 발명의 성립성
l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
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기술하여(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발명 9A23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
명의 성립성도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명의 성립성은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보이고, 심사사례에서
도 제외국의 특허청에서 성립성 인정을 부정한 경우에도(미국 특허청: AI #2-9 ‘앙상블 기계
학습’; AI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제공 방법’; AI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
법’; 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유럽 특허청: AI #1-35 ‘모델 파라미터 조합방법’ 의 2018.
11. 22.자 ‘유럽 서치 견해서’; 중국 특허청: AI #2-18 ‘기계학습에 의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
직분류’), 한국 특허청에서는 일본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어, 하드웨어
와의 최소한의 결합이 인정된다면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l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심사 매뉴얼에는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 특유의 성립성 판
단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AI 및 IoT 서비스 관련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①미국 특허법상의 특허대상(방법, 기계, 제
조품, 조성물)에 포함되더라도, ②사법적 불특허 대상인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③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에 이르는 정도의 ‘상
당한 추가적 요소’가 인정된다면, 특허대상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음(이러한 ‘판단 방법’을 명
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 타 국가에서는 성립성을 인정함에도 미국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특허대상 적격성’(성립성)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AI #2-9 ‘앙상블 기계학
습’; AI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제공 방법’; AI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 다만 이러한 특허대상 적격성의 부정은, 하드웨어 구성을 추가하여 해소 될 수도 있음(‘하드
웨어 구성’의 추가 한정으로 특허대상 적격성 거절이유가 해소된 사례로는 AI #2-16 ‘data
storage device’)
- 그런데 미국에서 특허대상 적격성 인정여부 판단 시,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의 여부
를 기준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점은 그 ‘개념의 불명확성’(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명시
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가 현재까지 보이지 않음), ‘진보성과의 차이 유무’ 등의 점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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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있음
l 일본 특허청의 경우, ‘심사기준 부속서’(A, B)에서는 ‘사과의 당도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단
순한 제시’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들고 있고, 다만 수확전 기상 조
건 데이터 및 사과 당도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사과의
당도를 예측하는 경우와 같이, 사과에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의 기술적 성질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함
- 마찬가지로, ‘학습모델’의 경우에도,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학습모델’(부속서 B 3.2 [사례
2-14] “숙박시설의 평판을 분석하기 위한 학습모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발명으로서 발
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됨
-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경우에도, 일정한 단계의 정보처리(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무인자동
차, 사용자 단말기, 및 배차 서버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되어 취사를 하는 전기밥솥)등을 이용
하여 수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청구항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발
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9]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
차방법 1’; IoT 부속서 A 3 [사례 4-2] ‘전기밥솥의 작동 방법, 동작 프로그램’ )
- 반면에, 일부 하드웨어에 의하여 수행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의
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B 3.2 [사례 2-10]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2’)
- 한편 ‘데이터 구조’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
템 내의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부속서 B 3.2 [사례
2-13] “음성대화 시스템의 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구조”)에는, 일종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
으로 인정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목됨
- 다만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저장된 콘텐츠 전송 서버에 의하여 일정한 ‘콘텐츠 데이터 전
송 방법’에 의하여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성립성’을 부정하고 있고(부속서 B
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츠 데이
터”에서, ‘전송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성립성 부정 사례), 이는 상기의 방법으로 전송된 콘
텐츠 데이터에는 정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점(동일성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D 조형용 데이터’(부속서 B3.2 [2-15]“구조를 갖는 3D 조형용 데이터”)의 경우에도, 단순
한 수치의 제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한 제어 구조를 갖는 데이터로서 3D 조형물
의 제조 순서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프로그램 혹은 소
프트웨어에 준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l 결국 일본에서는, 청구항 말미의 문구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컴퓨터,
3D 프린터 등의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됨
l 유럽 특허청 심사지침서(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19.
11.)에는 AI와 기계학습은 계산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계산 모델 및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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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자체는 추상적 수학법칙에 해당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면서도, 청구된 특허대
상이 전체적으로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Part G, Chpater 2, 3.3.1.)
-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는, 기계학습에 따른 분류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
거나,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l 비기술적 특징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의 제공’에 기여한다면, 발
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할 수 있음(AI #3-8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 AI의 기계학습 시스템에서 수학적 모델링 자체는 비기술적인 ‘정신적 활동’이고, 모델링의 모
델 파라미터가 기계학습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립
성이 부정되지만(AI #1-35 ‘모델 파라미터 조합방법’의 2018. 11. 22.자 ‘유럽 서치 견해
서’), 수학적 모델링 방법이 ‘기계학습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면
‘기술적 특징’으로 취급되어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됨(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
처리기’)
- IoT 기술을 운동활동의 모니터링 서비스 분야에 적용한 IoT #3-16 “운동활동 모니터링 사
건”의 발명은 IoT 기술을 운동활동 모니터링의 서비스 분야에 접목하여 운동활동 등을 추적
및 모니터링 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수집된 운동활동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복수의 운동활동 목표에 대응하는 가상물체의 표시 등을 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럽 특허청에서도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 성립성을 인정한 이유는, 청구항의 구성 중, 프로세서, 컴퓨팅 장치, 디스플레이 등,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되는 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위 IoT #3-16의 유럽 특허청 거절
이유 중 2.4 참조)
· 다만, 성립성뿐만 아니라 진보성을 긍정한 타 국가와 달리 유럽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항에 포함된 영업이나 행정 절차에 관한 구성으로 기술적 특징
과 기술적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구성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기술
적 요소로서 판단하는 등,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타 특허청과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IoT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안전한 결제를 구현한 IoT #3-20 ‘안전한 원
격결제 거래 처리’에서도, 기술적 요소와 비기술적 요소가 혼재된 발명으로 (불특허 대상인,
영업방법 자체,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므로) 성립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격거래, 지불 요청, 상인 정보, 피지불자 정보, 암호화된 결제 정보, 결제 요청
메시지, ... 등’을 기술적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기술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영업이나 정보에
관련된 요소는 비기술적 요소로 파악하고, 비기술적 요소는 진보성 판단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기술적 요소만에 관한 선행발명을 들어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
- 미국 특허청에서 발명의 ‘특허대상 적격성’(성립성)을 부정한 다수의 사례(AI #3-9 ‘기계학
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AI #2-9 ‘앙상블 기계학습’; AI #2-13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트제
공 방법’; AI #3-3 ‘서비스 시나리오 매칭 방법’;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에 대하여, 유럽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
하면서도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하드웨어인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있다고 하고, 그 외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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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성이 포함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하드웨어인 컴퓨
터,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당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
는 점에 특징이 있음
l 한편 유럽 특허청의 경우, ‘기계학습’으로 한정된 ‘라벨링’ 등이 포함된 청구항에 대하여도, “기
계학습은 인간의 두뇌 내에서도 발생된다”고 하면서, 청구항 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해당할 수 있고 청구항 발명이 장치에 의하여 전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 발명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수한 ‘정신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기재가 매우 불충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한 사례 있음(AI #2-15 ‘데이터세트의 반자동
라벨링’)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단계가 인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발명의 성립
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예: 용법, 용량 한정 의약용도발명, 모발 웨이브 형
성 방법의 성립성 인정 사례), 유럽 특허청의 사례와 같이 청구항의 단계가 ‘기계학습’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는 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발명의 단계가 인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특허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판단기준
으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와도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으
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l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에는 종전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관련하
여 별도의 항목은 없었으나, 최근 2020. 2. 1.부터 시행하는 특허심사지침 개정(국가지식산권
국 공고 제343호)의 제2편 제9장에

“알고리즘, 영업방법 등이 포함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

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바 있고, 그 심사 사례의 하나로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트레이닝
방법”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음(6.2. 심사사례 [예2])
- 이 사례에서는, 콘볼루션 뉴럴네트워크(CNN) 모델의 학습방법에 관한 것으로, 입력데이터로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각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콘볼루션
층에서 이미지 처리 및 학습수단을 이용하여 자연법칙을 따르는 기술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이 완료된 CNN 모델에 의하여 임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l 중국 특허청의 경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인간에 대한 치
료방법, 진단방법으로 보아 불특허대상으로 취급한 사례 있음(AI #2-18 ‘기계학습에 의한 미
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

2. 명세서 기재요건
l 기계학습에서 학습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사이의 상관관계
-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의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에서 들고 있는, ‘기계학습을 이용
한 주택의 온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는, 과거의 기상정보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
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된 모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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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학습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을 들어,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및 청구범위의 뒷받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기존에 확립된 기재불비 판단방법을 기계학습 인공지능 발명분야
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기계학습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기계학습용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상호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기재
가 없다면 당업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기계학습을 이용한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상관관계를 부정한 사례로는, “당도 추정 시스템”(부속서 A 1. [사례 46])에서, ‘사람의 인상’
과 ‘그 사람이 키운 야채의 당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기술상식도 아니라
는 점을 들어 명세서 기재불비로 판단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음
·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부속서 A 1 [사례 51])에서는, ‘화합물 A, B의 조성부’와 ‘경화 데
이터’에 관하여,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속도는, 접착제 재료의 종류, 혼합, 배합비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경화속도에 대해서
는 예측치가 실험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접착제의 조성물’과 ‘경화 데이터’를 신
경망 기계학습의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하는 발명에 대하여, 용이실시 요건
및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로는, 제조공정에서 ‘제조조건 데이터’와 ‘검사결과 데이터’(부속서 A
5. [사례 32]제조라인 품질 관리 프로그램), ‘나사 체결 조건’과 ‘나사의 체결 품질’ 사이(부속
서 A 5. [사례 35] 나사 체결부 품질 추정장치)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기술상식에 비추어 상
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고 판단하고 있어(부속서 A 1 [사례 47]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서 ‘웹상에서의 광고활
동’과 ‘상품의 매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추인; 부속서 A 1[사례 48] ‘자동운전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응답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인 ), 명세서 기재요건을 상세한 설명
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IP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전자기 간섭신호의 처리”(AI
#1-36)사건에서는 휴대폰 등의 장치에 사용자의 신체 접촉 등에 의한 전자기 간섭 신호의
유형을 기계학습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기기의 접촉에 따라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신호가 변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전자기기와 신체의 상호작용의 종류’ 등과 ‘EMI 신
호의 패턴’ 등과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는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명
세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부속서 A 1
[사례 49] ‘체중추정 시스템’에서, 얼굴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뺨라인과 턱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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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체중/신장의 값으로 구해지는 BMI 값’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명세서에 도면 등으로 기술되어 있음)
- 한편 일정한 상관관계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추
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일반화하는 경우에,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
국 발명의 ‘용이실시요건’과 ‘서포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부속서 A 1 [사례 50] “시험
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형태조합 데이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일반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상식에 비추어 그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l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명세서 기재요건
- AI의 구성을 위한 기계학습 기술분야에서는 현재 ‘인공 신경망’ 모델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훈련)’시켜서 최적의 ‘학습된 모델’을 생
성하고 있음
- IP5 주요국에서 기재요건이 충족된 사례(AI #1-26 ‘의료적 이미징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
에서는,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기계학습에는 ‘콘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순환 신경
망’(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같은 ‘심층학습 신경망’(Deep learning neural
network)을 사용할 수 있음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세트’는, 관심 있는 ‘해부 대상 부위의 화상’을 스캐
닝하여 수집하고 ‘라벨링’하여 사용함
초기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온라인 상으로 지속적인 훈련도 가능함([0050]단락)
신경망의 출력 오차를 표시하는 ‘비용 함수’를 최적화하는 예로, ‘확률적 경사 하강
법’(SGD)을 이용할 수 있음
비용함수의 예로는, 평균제곱오차, 주사위 계수, categorical cross entropy 등이 사용
될 수 있음
비용함수의 최적화(오차의 최소화)는 SGD, Adam, Adadlelta, Nestrov 및 그 변종이
사용될 수 있음
상기의 지도식 기계학습 방법 이외에, 비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한 비지도식 기계학습,
보상/처벌 함수를 이용한 강화학습 등의 기계학습도 가능함(단락 [0053])

· 여기에는 ‘기계학습 모델’로 콘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순환신경
망(Recurrent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Deep Learning Neural Network가)이 사용된다
는 점, 입력되는 ‘학습데이터’로, 해부 대상 부위의 이미지를 스캔하여 수집하고, 라벨링하여
사용한다는 점, 출력 오차를 표시하는 ‘비용함수’의 종류 및 그 ‘최적화 방법’으로 확률적 경
사 하강법(Stochastic Slope Descent, SSD) 및 이를 개량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점, 상기 ‘지도식 기계학습’ 이외에 ‘비지도식 기계학습’ 또는 ‘강화학습’도 가능하다는 점
이 기재되어 있음
- 또한, ‘CNN 기반 이미지 품질 평가 시스템’(AI #1-25)에는 CNN을 학습시키는 방법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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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순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단락[009] ~ 단락[010])

· 여기서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모델’로는 CNN이 사용된다는 점, CNN의 ‘학습데이터’로
‘기준이미지, 왜곡이미지, 예상 유사도 점수 메트릭(Sp)43)’이 사용된다는 점, CNN으로 학습
된 모델에 의한 ‘출력값’으로 기준이미지에 대한 왜곡이미지의 ‘유사도 메트릭’ (Sc) 값을 사
용한다는 점 및 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명세서
[0016] 단락 이하)
·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 즉 ‘학습모델 훈련과정’에 대하여,
표준 ‘ε-SVR’(Epsilon-Support Vector Regression)의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확률적 경사하
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및 ‘역전파’(back-propag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명세서 [0036] 단락 이하)
l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경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종류, 사전처리, 라벨링(지도학습의 경우) 등)은 당해 발명의 목적, 구성 등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세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
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l 또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 즉 ‘학습모델 훈련과정’에 대하
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당해 발명이 ‘기계학습 방법’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44) 기계학습의 ‘응용분야’에 특
징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효과의 달성
이 가능한 발명이라면, 기계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IP 주요국에서 판단하고 있음
·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AI #1-36) 사건은, 휴대폰 등의 장치에 사용자의 신체
접촉 등에 의한 전자기 간섭 신호를 수신하고, EMI 신호로부터 접촉하는 물체의 종류, (터
치 등)상호작용의 종류 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발명으로, 청구항에는 “수신
된 전자기 간섭 신호와 캘리브레이션 정보에 기초하여, 주변의 상황(context)를 결정하는 단
43) 여기에서 품질 메트릭으로는 2개의 값이 사용되는데, Sp는 ‘유사도 점수 매트릭’으로 인간이 평가한 기준값이고
Sc는 ‘왜곡 점수 메트릭’으로 CNN에 의하여 출력되는 값이다. 명세서 [0036] 참조
44) 이 사건 발명은 반드시 기계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EMI로부터 외부 상황(context)를 결정하는 방
법의 하나로 기계학습을 이용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명세서 [0045]단락, [0051]단락“상기 (분류) 단계(530)는
분류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계 학습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44]단락“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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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주변의 상황을 결정하는 단계가 ‘기계학습’
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기계학습은 복수의 지문을 식별하는 분류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기계학습 방법, 알고리즘 등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음에도, IP5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특허등록되어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되는 것으
로 판단함을 알 수 있음
l 청구항의 말미가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으로 된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기록매체에 저장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지,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의미하는지 불
명확하다고 하여 청구항 말미를 보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AI #1-9)을 알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일본)이나 ‘프로그램 프로덕트’(미국, 유럽) 형식의 청구항으로 타 국가에서는 등록
되고 있는 점과 대비됨
-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체에 저
장된 내용을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码)”로 한정하는 것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程序)”과 달리, 심사실무에서 청구항 기재불비(§26.4 위반)로 허용되지 않음(AI #1-12; AI
#1-16)
l 유럽 특허청의 경우, 독립청구항에는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다수의 독립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제외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결국 청구항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
례가 있음(AI #1-38)
l 유럽 특허청의 경우, “학습된 신경망의 사용 방법”에 관한 청구항에 대하여, 이는 특정한 ‘물건
이나 장치의 사용방법’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발명의 카테고리
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절이유를 보내고 있음이 주목됨(AI #1-42)
l 중국 특허청에서는 타 국가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시스템(一种系统)’ 청구항에 대하여 보호받
고자 하는 기술영역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AI
#1-49)

3. 신규성·진보성 판단방법
l 한국과 일본 특허청 이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의 심사기준(MPEP) 등에는 AI, IoT 관련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AI, IoT 관련 발명 특유의 판단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I, IoT 관련 발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임
l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데이터’ 및 ‘학습모델’을 기준으로 진보성 판단하고 있고,

①학습데이

터, 학습모델에 차이가 없고,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고,
② 반면에 ‘학습모델의 차이’ 및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2”)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긍정하고 있음. ③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데이터 전처리’로
인하여 ‘학습모델’ 및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사례 5)에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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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컨대, 진보성 판단의 사례로 제시된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의 ‘사례 2’ 내지 ‘사례 5’의 판단 사례에 의하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부
정되는지 여부는,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되는 발명을 서로 비교할 때 예
상되는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
으로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과의 현저성 여부에 의
하여 진보성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진보성 판단 방법과 상응
하는 판단방법으로 볼 수 있음
l 일본의 경우,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신규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4[사례 36] ‘수(水)처리 장치’), 다만, 출원발명의 구성이 인용발명의 구성과 기재상·표현상
차이가 있더라도, 인용발명과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인용발명의 장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7] ‘건강관리 시
스템’)
- 복수의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단말장치, 관리서버)으로 구성되는 컴비네이션 발명(드론감
시 시스템)에서, ‘서브컴비네이션’에 관한 발명을 다른 ‘서브컴비네이션’으로 한정하더라도(‘관
리서버’로 한정된 ‘드론장치’), 그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 발명의 ‘구조’나 ‘기능’의 특정에
하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브컴비네이션(드론장치)에 해당하는 인용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IoT 부속서 A 4 [사례 38] ‘드론 감시 시스템, 드론 장
치’)
l 일본의 경우에도, 구성 차이 및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됨
(부속서 A5 [사례 32] ‘제조라인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기계학습에 의하여 생산
품질을 추정하는 것을 ‘심층학습’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 기계학습을 심층학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이고, 그 효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면
서도, 심층학습시에 망각계수 등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예측의 정
밀도를 더욱 향상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 부속서 A5 [사례 34] ‘수력
발전량 추정 시스템’에서 “수력발전량을 상류의 강수량, 댐의 유입량, 방출량 등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계학습의 방법으로 예측하는 발명에 대하여, 기존의 회귀분석방법과 효과의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상류 지역의 기온 등 파라미터의 추가에 의하여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인정; IoT 부속서 A 5 [사례 29]
‘의료기기 보수 서버’).
- 결합발명의 경우,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기능이 상이하다면, 복수
의 인용발명을 결합할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어 인용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됨(IoT 부속서 A 5 [사례 28]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
l 의료행위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 당해 기술분야(의료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료진)에 의하
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발명을, 단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부속서 A5 [사례 33]“암 레벨 산출장
치”) ※참고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료행
위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 보아, 중국 특허법상 불특허 대상 발명으로 판단한 사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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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사례(부속서 A5 [사례 36])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일정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은 공지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처리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보
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임
l 또한 기존의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결합하는 경우에,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인터넷과 결합하면서도 새로운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효과의 차이
가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사례(IoT 관련, 부속서 A 5 [사례 27]
“달리기 지원 시스템”)도 찾아 볼 수 있음

l 기계학습의 모델링에 특징이 있는 방법발명의 경우, 유럽 특허청에서는 모델링 자체는 비기술
적 정신적 활동으로, 기계학습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한 비기술
적 특징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모델 파라미터의 결합 방법 등의 비기술적 문제
를 푸는 방법으로 한정된 출원발명은 결국 공지의 기술적 시스템인 기계학습 시스템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
음(AI #1-35; AI #3-9)
-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된 경우, 비기술적 특징은 진보성 평가에 기여하지 아니
하고(AI #3-8 ‘모델을 이용한 콘텐츠 분포의 최적화’), 일부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절감’과 같은 ‘영업적 이유’를 위한 ‘행정적 처리’와 같은 비기술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됨(AI #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신경망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영업절차’ 혹은 ‘행정절차’를 단순히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업자가 통상의 하드웨어로부터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AI #3-10)
l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고, 이러한 응용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그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 의료 등에의 응용 사례(AI #1-27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 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 ; AI #1-27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환자의 관상동
맥(冠狀-) 등에서의 Fractional flow reserve(FFR)등의

혈액 동역학 인덱스(hemodynamic

index) 값을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의 미국, 일본)
- 보험 사기 예방에 응용(AI #3-6)
-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신체의 접촉에 의한 ‘전자기파 간섭 신호’에
따른 접촉 물체의 종류와 상호작용의 종류를 결정하는 발명에 대하여, 이러한 적용 분야는 기
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이에 따라 접촉물체의 종류 및 상호작용을 결정할 수 있
다는 효과의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어, IP5개국에서 신규성·진보성을 공통적으로 인정
한 사례가 있음(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 )
l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이 국제적으로 일치하

- 332 -

지 않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은, 한국, 일본 특허청에 비하여 대체로 유럽, 중국 특허
청에서 높음(#3-9 ‘기계학습 기반 지적재산 지원 방법’ )
l IoT 서비스 발명을 기존의 전기 등의 ‘에너지 원격 검침’에 적용한 경우에는 주요국에서 그
진보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임(IoT #2-2 ‘에너지 관련 스마트 가정 IoT 시스
템’; IoT #2-5 ‘EM2IoT 에너지 검침 시스템’)
- IoT 서비스를 ‘세탁기’ 등에 적용한 경우에도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음(IoT #2-3 ‘원격 제어
세탁기’; IoT #2-4 ‘원격 제어 세탁기’)
l IoT 서비스 발명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한 발명의 경우, 노드에서의 명령어
인증시 위조 방지 등의 효과를 인정하여 주요국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
음(IoT #2-6 ‘블록체인 인증을 이용한 IoT 기반 사물관리’)
l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진보성이 타 IP4개국과 달리 유럽 특허청에서(만) 부정된 사례가 다
수 있는데(예: IoT #3-1 ‘IoT 위치정보를 이용한 거래 효율화’; IoT #3-4 ‘의류 공동 디자
인’;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0 ‘키오스크 관리 방법’; IoT #3-16 ‘운동
활동 모니터링’ 사건; IoT #3-20 ‘안전한 원격 결제’; IoT #3-24 ‘아이템의 상태 추적’ 등)
이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유럽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구성요소 중에서 ‘영업’이나 ‘행정’
의 절차에 관한 요소는 ‘비기술적 요소’로 보아 진보성 판단시 제외하고 판단한 점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위 사례에 대하여, 유럽 특허청 이외의 주요국가에서는 영업이나 행정의 절차에 관한 요소를
진보성 판단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결국 공통적으로 그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l IoT 서비스 관련 발명에서도 진보성 판단이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
는 경향은, 한국, 일본 특허청에 비하여 대체로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 높음(IoT #3-13 ‘개
념연휴 온라인학습 서비스’)
l 중국 특허청의 경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보아 불특허대상으로 일부 사례(AI #2-18)가 있으나, 이를 특허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AI #2-2)와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AI #2-7 ‘기계학습에 의한
FFR의 추출’ ; AI #2-12 ‘DNN의 의료 진단 응용’)가 혼재되어 있음

4. 소결: IP5 특허요건 판단기준 비교 요약
l 앞에서 기술한 IP5국가에서의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 요약할 수 있음(※
상세는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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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립성

-발명의 성립
성 판단은 제
외국의 특허청
에서 성립성을
부정한 경우에
도 이를 인정
하여,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
고 있음

미국

일본

유럽

-미국 특허법상 특
허대상(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을
형식적으로 청구하
더라도, 사법적 불
특허대상인 ‘추상적
사상’(absctract
ide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허대
상으로 될 수 있음

-발명의 성립성 판단을
발명의 정의 규정 및 정
보처리를 하드웨어를 구
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하는 점
에서는 한국과 공통됨

-청구항의 구성 중 계산
모델이나 알고리즘 자체
는 추상적 수학법칙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AI 등에 포함된 방
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
행하거나 기술적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거나, 기술
적 효과를 제공한다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하게 됨
또한 수학적 모델링 방법
이 기술적 시스템과 상
호작용을 보여 준다면
기술적 특징으로 취급되
어 발명의 성립성이 인
정됨

-만일 추상적 사상
에 부가되어 추가되
어 있는 구성에 의
하여 발명적 착상
( i n v e n t i v e
concept)에 이를 정
도로 ‘상당한 추가
적 요소’가 인정된
다면 특허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AI 관련 발명에서는
하드웨어의 구성을
추가하여 특허적격
성을 인정받을 수

-데이터의 경우에도 단
순한 정보의 제시가 아
니라, 일정한 제어구조
를 포함하고 있으면 프
로그램으로 취급하여 성
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항 말미의 문구
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
적인 내용을 보아서, 컴
퓨터, 3D 프린터 등의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부 하드웨어 구성의
정보처리가 나와 있지

-청구항의 구성 중, 영
업이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술
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
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
러한 부분을 제외한 하
드웨어 부분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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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고

-중국 특허청의 경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인간에 대
한 치료방법, 진단방법
으로 보아 불특허대상
으로 취급한 사례도 있
음(AI #2-18 ‘기계학
습에 의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적으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의약용도
발명’ 뿐만 아니라 ‘용
법, 용량에 관한 의약용
도 발명’에 대해서도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
으므로, 중국 특허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채용하기
힘들 것임

미국은 성립성을 부정한
사례가 많고, 일본, 중국
도 일부 유형의 발명에
대하여 성립성을 부정하
고 있으나, 청구된 발명
이 자연법칙 자체나 수
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 성립성은 가능한 폭
넓게 인정하고, 명세서
기재불비 혹은 신규성·진
보성 등의 기타 특허요
건을 활용하는 것이 관
련 발명의 출원·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
직할 것임

있으나, 사례가 많
지 않음
-결국 IP5개국 중
에서, 특허 적격성
(발명의
성립성에
대응)이 부정될 가
능성이 가장 높음
다만
후술하듯이,
특허 적격성이 충족
된다면, 진보성 부
정으로 거절될 가능
성은 타국가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음

명세서
기재요건

AI 관련 발명
의 경우, 학습
데이터와 기계
학습 모델과의
구체적인 상관
관계가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AI 관련 발명의 성
립성이 부정되는 경
우가 많아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이 문
제가 된 경우는 많
지 않음

않은 경우에 그 성립성
을 부정하고 있음

AI 기계학습 데이터 입
력과 출력 상호간에 일
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
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당업자가 추인할 수 있
을 것을 요하고 있음

특징을 인정하여 청구항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는
인정함

독립청구항에는 필수구성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
수의 독립청구항 상호간
에 발명의 카테고리를
제외한 특징적 구성요소
가 불일치하는 점을 들
어, 결국 청구항 기재불
비로 판단한 사례 있음
학습된 신경망의 사용방
법에 관한 청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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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형식과 관련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체
에 저장된 내용을 “컴
퓨터 실행가능한 코드
(代码)”로 한정하는 것
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程序)”과 달
리, 심사실무에서 청구
항 기재불비로 판단하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사
용되는 학습데이터, 학습
시키고자 하는 모델, 구
체적인 학습 방법, 학습
된 모델의 성능(정확도)
등에 관하여, 통상의 기
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
여야 함
청구항의 형식은 발명의
실체적 내용에 따라 가

하여, 이는 특정한 물건
이나 장치의 사용방법이
나, 어떤 문제의 해결방
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
어,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기
재불비로 판단하고 있음

신규성
‧
진보성
판단

학습데이터와
학습모델을 기
준으로 진보성
판단하고 있음

AI 및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경우에
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나아가기 전
에 발명의 특허 적
격성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

-발명의 구성이 인용발
명과 기재상·표현상 차
이가 있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신규성을 부
정함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경우, 기존의 발명을 단
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
델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
하고 있음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이
나 행정적 절차에 해당
하는 것으로 기술적 특
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진보성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
제로, 결국 청구항에 기
재된 컴퓨터 등의 하드
웨어를 이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
보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아, 성립성의 인정은
쉬운 편이나, 결국 진보
성 부정으로 거절되는
경향이 매우 높음

표 118 IP5국가에서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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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타 국가에서는 허용하
고 있는 시스템(一种系
统)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
고 판단하고 있음

의학영상을 이용한 기
계학습으로
진단하는
사안으로 일본에서 진
보성이 부정한 사안에
서, 중국에서는 실질적
으로 의료행위로 보아
불특허대상으로 판단하
고 있음

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
는 편이 바람직함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응용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IP5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을 긍정하고 있음
-IoT 서비스 발명을 기
존의 에너지 원격검침,
세탁기 등에 응용한 경
우에는 공통적으로 진보
성을 부정하고 있음

제2절 IP5국가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심사기준 방안
1. 발명의 성립성
l 기본원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여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를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립된 판례의 기준이고, AI 및 IoT 서비스 발명
의 구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쟁점이 됨
l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일
본의 사례(부속서 B 3.2 [사례 2-9]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1”)에서는 “무인
자동차의 자동 배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의 정보처리(소프트웨어)를 무
인자동차, 사용자 단말기, 및 배차 서버(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
로, 제1항(시스템) 및 제2항(방법)이 모두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반면에, 후속의 사례(부속서 B 3.2 [사례 2-10] “무인주행차의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 2”)
에서는 일부 하드웨어(‘무인자동차’ 및 ‘사용자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는 점을 근거로, 무인자동배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
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
고 있음.
- 다만, 일부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명을
전체적으로 보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성
립성은 인정하고, 일부 하드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기재불비로 판단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이러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알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보가 아닌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정에 의한 추가는

신규사항 추가

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
l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용 데이터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데이터에 해당하더라도 그 데
이터에 의하여, 수행되는 절차의 ‘제어’나 ‘분기’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일종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청구항의 형식(예: “매체에 저장된 데이
터”)을 갖추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예를 들어, 일본의 심사기준 부
속서 B 3.2 [사례 2-11] “트리구조를 가지는 지역관리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전송방법, 콘텐
츠 데이터” 사례에서도 영역관리 데이터가 루트 노드와 중간 노드가 가지는 포인터45)에 따른
정보 처리에 의하여, 검색키로 입력된 현재 위치 정보를 지리적으로 포함하는 전송 영역의 특
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이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서 이루어
45) 포인터(pointer)는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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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정보처리를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파악한 다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관한 제1
항 발명에 대하여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
음)
l 한편 ‘학습데이터 생성 방법’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경우, 전송되어 수신된 학습데이터의 사용
이 특허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방법으로 사용되어 이를 ‘특허된 방법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데이터의 ‘전송’ 행위까지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l 학습(된) 모델의 경우, 그 의미가 ‘일정한 입력에 대하여 일정한 출력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이나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혹은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
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일본의 사례 참조)
l 기존의 정보처리 방법에 단순히 AI 기계학습을 적용하거나, IoT 서비스 기술을 접목하는 경우
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와 같은 단순한 AI의 적용이나 IoT 서비스 기술의 접목만으로는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여지도 있음(예: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방법”에서 성립성을 부정한 미국 특허청 사례,
IoT #3-5 “건강정보 처리장치 및 방법”의 미국 특허청 판단 사례)
- 발명의 성립성(특허대상 적격성)은 가장 엄격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청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이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바람직한 기준의 설정은 특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합리
적인 한도 내에서, 특허출원인, 심사실무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미국과 같이 광범위하게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는 경우, 이를 보정에 의하여 치유하
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아 결국 특허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특정 유형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으로조차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관련 업계에
확산되어 특허출원 의욕의 저하, 특허출원 무용론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발명의 성립성 판단 기준은, 자연법칙에 준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발명이거나, 수학적 원리 자
체에 관한 발명 등이어서 특허권의 부여가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정도에 이르는 발명
이 아니라면, 발명의 성립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 보다
는, 가능한 명세서 기재요건이나 진보성 등의 기타 요건으로 판단하는 편(예: 위 IoT #3-13
“개념 연휴 온라인 학습 서비스 방법”에서, 미국과 달리 성립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진보성 등
판단한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의 판단 사례; IoT #3-5 “건강정보 처리장치 및 방법”에서 미
국과 달리 성립성을 인정한 후 나아가 진보성을 판단한 일본(진보성 긍정)과 유럽(진보성 부
정)의 사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아, 관련 기술의 특
허출원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공개를 통하여 업계에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AI 및 IoT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l 중국 특허청의 경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인간에 대한 치
료방법, 진단방법으로 보아 불특허대상으로 취급한 사례도 있으나(AI #2-18 ‘기계학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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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세내시경 영상 조직분류’),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적으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의약용도
발명’ 뿐만 아니라 ‘용법, 용량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그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
므로, 중국 특허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용하기 힘들 것임

2. 명세서 기재요건
l 원칙: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학습(된)모델’의 형성과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수준에서 용이하게 파악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
l 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모델의 생성은, 학습데이터에 존재하는 일정한 규칙 등의 상관관계
의 존재를 전제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의 종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파라미터의
결정 등에 의하여 생성됨
- 기계학습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시키고자 하는 (수학적) 모델을 정한 다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매개변수(parameter) 값을 구하여 ‘학습(된)모델’
을 생성하게 됨
· 신경망 모델의 경우, 이러한 매개변수에는, ‘모델 자체에 대한 파라미터’로 모델 전체의 특성
을 결정짓는 이른바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46)와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의 입
력 값에 대한 가중치(weight), 편향(bias) 등의 통상의 파라미터를 들 수 있음
- 기계학습에 따른 학습(된)모델의 생성은 신경망의 수학적 모델의 종류에 따라 그 모델을 특징
짓는 각종 매개변수 값을 생성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데이터
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상관관계 등에 기초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수학적 ‘모델’(회귀 모
델47), 분류 모델,48) 결정 트리 모델, 인공신경망 등) 및 이를 구성하는 ‘매개변수’의 종류 및
개수(1차 회귀분석 모델의 경우에는, 기울기, y절편 값, 2차 회귀분석 모델의 경우, 3개의 변
수, 클러스터링의 경우, 클러스터의 개수 및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의 종류
선정, 인공신경망의 경우 신경망의 종류, 깊이, 뉴런의 숫자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편향 및
가중치의 파라미터 등등)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동일한 학습데이터라 하더라도 학습에 사용하는 모델의 종류에 따라 ‘학습된 모델’은
상이하게 생성될 것이고,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도출되는 결과의 ‘예측 정
확도’는 학습모델의 구체적인 종류 및 생성 방법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
·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값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예측 값과 데이터 값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 값을 들 수 있고, ‘클래
스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분류기)의
성능은
‘정밀도’(TP/(TP+FP))49),
‘재현
46) 이러한 값의 예로는, 신경 망 각 층의 뉴런의 개수, 배치 크기, 매개변수 갱신시 학습률과 가중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사이토 고키, 개앞맵시 역, Deep Learning from Scratch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빛미디어, 2019,
221면 참조.
47) 여기에는 1차 함수 선형회귀 모델, 2차 이상의 다항 회귀 모델 등이 가능함
48) 여기에는 나이브 베이즈 모델(Naive Bayesian Model),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등이
가능함
49) 어떤 클래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된 전체(TP, FP) 중에서,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TP)의 비율을 의미함. 여
기서 T(True), F(False)는 클래스에 ‘실제’의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P(Positive), N(negative)는 어떤 클래스에 포
함된 것으로 ‘표시’ 되는지 여부를 표시함. 예를 들어 TP는 어떤 클래스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Positive) 것 중,
‘실제로’(True)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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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TP/(TP+FN))50) 및 이들의 ‘조화평균’ 값인 ‘F1’51) 값을 들 수 있음
l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입력데이터와 학습
된 모델의 출력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또는 학습(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훈련)시키고자
하는 학습용 모델에 대하여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명시적인 기재가 없
더라도 출원시 기술상식에 의하여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
어야, 당해 발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
음
- 한국의 사례에서, 학습데이터와 출력 상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과거의 기
상정보와 주택 온도 제어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단순히 기계학습된 모델을 생성한다”
는 기재는 마치,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모델의 생성을 위해서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의 종류, 파라미터
의 개수, 종류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학습모델의 형성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이, 단순히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모델을 생성한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다면, 명세서 기
재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l 다만 상관관계에 관하여 명세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기술상식에 비추어 상관관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을 수가 있다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부속서 A 1 [사례 47] ‘사업계획 지원 장치’에서 ‘웹상
에서의 광고활동’과 ‘상품의 매출’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추인; 부속서 A 1[사례 48] ‘자동운전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응답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인), 명세서 기재요건을 상
세한 설명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명
세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추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부속서 A 1 [사례 49] ‘체중추정 시스템’에서, 얼굴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뺨라인과 턱라인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체중/신장의 값으로 구해지는 BMI 값’ 사이
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도면 등으로 명세서에 기술)
l 한편 일정한 상관관계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추
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일반화하는 경우에,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
국 발명의 ‘용이실시요건’과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임(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부속서 A 1 [사례 50]“시험물질의 알레르기 발증률을 예측하는 방법”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인간 X 세포의 타원형도, 요철도 및 편평률의 형태조합 데이터’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일반화한 것에 대
해서는, 기술상식에 비추어 그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함)
50) 어떤 클래스에 실제 포함된 전체(TP, FN)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TP)의 비율을 의미함. 민감
도(sensitivity)라고 불리기도 함.
51) 따라서 F1과 정밀도, 재현율 상호간에는 1/F1 = (1/정밀도 + 1/재현율)/2 의 관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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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공 신경망 모델’에 의한 기계학습의 명세서 기재요건
- AI의 구성을 위한 기계학습 기술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생성하기 위
하여,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단위요소인 뉴런의 연결을 모사한 ‘퍼셉트론’(perceptron)을 이용
하여 생체 두뇌의 신경망을 컴퓨터 등의 알고리즘으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인공 신경망 모델’
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
- 인공 신경망에는, 문자, 음성 등의 패턴 인식 분야에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자동번역,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이 고정길이가 아닌 임의의 길이의 입
력을 처리할 수 있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등을 널리 활용하고 있
음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데이터의 ‘종류’, 학습데이터에 기계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학습데이터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신경망 모델의 구체적 종류’(CNN, RNN 등) 등은 당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
및 과제의 해결 수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l 따라서, 인공신경망에 의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발명에서는, ①‘학습데이터’의 특정, ②학습
데이터의 특성 상호간에 목적으로 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③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신경망 모델’(학습용 모델) 및 ‘학습방법’(사용되는 손실 함수 및 이를 최
소화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구하는 손실 함수의 최적화 방
법 등)의 기재, ④ 이와 같은 학습데이터 및 학습방법에 의하여 목적으로 하는(회귀 값, 클래
스 분류 예측의 정확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학습(된)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 등
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당해 발명에 대한 기재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경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모델’로는 CNN,
RNN 등이 있다는 점, 기계학습에 따른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손실함수(loss
function)로, 평균제곱오차, 크로스엔트로피(cross entropy)52)등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손실
함수를

최적화

하여

최적의

모델

파’(back-propagation)와

‘통계적

경사

AdaGrad, AdaDelta 법 등이 널리 활용되고
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54)

파라미터를

구하기

하강법’(Stochastic
있고,53)

위하여

Gradient

오차의

‘역전

Descent,

SGD),

이들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주

당해 발명에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임

52) 데이터 값과 예측 값의 자연 log 값의 음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를 log 손실이라고도 함. 오
렐리앙 제롱 저, 박해선 역,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 TensorFlow, 한빛미디
어, 2020, p.367.
53)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갱신하여 학습모델의 예측치와 목표값의 차이인 ‘비용함수’를 줄이는 기법으로는 기본적인
SGD 방법에 기초하여 이를 개량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Adagrad는, 통상적인 SGD에서 ‘학
습률’ 값으로 하나의 값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각각의 매개변수에 최적화된 학습률 값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학습
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기타 Momentum, Adam 등의 기법에 대한 상세는 예를 들어, 막스 펌펄라, 케빈 퍼거
슨, 권정민 역, Deep Learning and the Game of Go 딥러닝과 바둑, 한빛미디어, 2020, 230-234면; 사이토 고
키, 개앞맵시 역, Deep Learning from Scratch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빛미디어, 2019, 196-197면 등
참조.
54) 막스 펌펄라, 케빈 퍼거슨, 권정민 역, Deep Learning and the Game of Go 딥러닝과 바둑, 한빛미디어, 2020,
230-234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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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청구항의 형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제품’(미국에서 인정되는 형식의 청
구항임)형식의 청구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程序)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허용하나, “컴퓨터 실행가능한 코드(代
码)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불허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경우에 그 실질적인 내용
을 보아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기재를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의
기재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청구항의 형식을 제한할 필요 없이 다양한 형식의 기재를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함

3. 신규성·진보성
l AI 발명의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의 차이와 신규성, 진보성 판단
- AI 발명의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 혹은 학습모델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학습데이터, 학습모델에 차이가 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인용발명에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기재는 인용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출원발명
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음
l AI ‘학습데이터’의 차이에 따른 진보성 인정 여부
- 입력데이터 자체의 차이나, 입력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의 ‘추가’나 ‘전처리 과정’의 ‘내용’에 차
이가 있다면, 이러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은 인정되
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이러한 차이에 의하여, 기계학습에 의한 학습모델의 생성 속도, 생성된 학습모델에 따
른 예측의 정확도 등,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일본 심사기준 부속서 A5 [사례

36] “인지증 레벨 추정장치” 사례에서는, 학습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일정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은 공지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처리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학습데이터나, 학습데이터의 전처리에서 종래 발명과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학습된 모델
의 예측 성능에서 기존의 학습모델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정도의 현저성 여부에 따라서 신
규성․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지표’로는 아래와 같은 값이 대표적으로 사용됨
· 값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예측 값과 데이터 값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 값을 들 수 있음
· 클래스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분류기)의
성능은
‘정밀도’(TP/(TP+FP)),
율’(TP/(TP+FN)) 및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 값인 ‘F1’을 들 수 있음

‘재현

l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화학 분야와 같이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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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으로 쉽게 예측하기 힘든 분야에서, 액정(liquid crystal)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의 조
성에 관한 발명의 경우, 그 응답시간이 이 사건 발명의 3.6~4.3 ms 대 인용발명의 12~25
ms이거나, 13.0ms 대 18.3ms로 그 개선 정도가 28.96%에 이르고 있는 경우, 효과의 현저성
을 주된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20.5.14. 선고 2017후2543 판
결)
-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AI 또는 IoT 서비스 관련 기술이 적용된 화학분야, 의약분야
등과 같이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 적용되고, 수치로 표현되는 성능의 향상이 약
30% 이상이 된다면,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l 기존의 AI 알고리즘이나 IoT 서비스 기술을 그 활용·응용 분야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 진
보성 판단방법
- 동일한 AI 알고리즘, 기계학습 방법, 기계학습된 모델 등의 응용분야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적용된 기술분야가 차이가 없거나, 활용·응용되는 기술분야가 기존 기술분야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기술분야라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전용(轉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응용분야의 차이에 따라 종전과 상이한 ‘목적’,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거나, ‘효과의 차
이점이 현저’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l 기계학습의 응용분야가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응용분야이고, 이러한 응용에 의하여
새로운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IP5 주요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
보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의료 등에의 응용 사례(IP5 심사사례 AI #1-27 ‘미생물 균주의 표현형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 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기’ ; AI #1-27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환
자의 관상동맥(冠狀-) 등에서의 Fractional flow reserve(FFR)등의

혈액 동역학 인덱스

(hemodynamic index) 값을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의 미국, 일본; 보험 사기 예방에 응용
(AI #3-6)
-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신체의 접촉에 의한 ‘전자기파 간섭 신호’에
따른 접촉 물체의 종류와 상호작용의 종류를 결정하는 발명에 대하여, 이러한 적용 분야는 기
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이에 따라 접촉물체의 종류 및 상호작용을 결정할 수 있
다는 효과의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어, IP5개국에서 신규성·진보성을 공통적으로 인정
한 사례가 있음(AI #1-36 ‘기계학습 전자기 간섭 신호처리’ )
l IoT 서비스 발명의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규성·진보성 판단 방법
- 기존의 IoT 서비스 발명의 용도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차이가 없거
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분야로서 통상
의 기술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분야라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발명으로부
터 용이하게 적용분야를 달리하여 전용(轉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롭게 전용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IP5 심사사례 IoT #2-2 ‘에너
지 관련 스마트 가정 IoT 시스템’; IoT #2-5 ‘EM2IoT 에너지 검침 시스템’; IoT #2-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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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제어 세탁기’; IoT #2-4 ‘원격 제어 세탁기’)
l IoT 서비스 발명에 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결합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
체적으로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음(IP5 심사사례 IoT #2-6 ‘블록체인 인증을
이용한 IoT기반 사물관리’)
l 기존의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결합하는 경우에, 인용발명을 인터넷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분야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에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응용의 차이로 인하여,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거나, ‘효과의 차이점이 현저’한 경우에는
응용이나 전용에 따른 구성의 차이가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과 결합함에 따라 기존 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나게 되고 이로써 기존의 발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IoT 관련, 일본 특허
청 심사기준 부속서 A 5 [사례 27] “달리기 지원 시스템”)(IoT #3-1 ‘IoT 위치정보를 이용
한 거래 효율화’; IoT #3-4 ‘의류 공동 디자인’; IoT #3-5 ‘건강정보 처리 장치’; IoT
#3-10 ‘키오스크 관리 방법’; IoT #3-16 ‘운동활동 모니터링’ 사건; IoT #3-20 ‘안전한 원
격 결제’; IoT #3-24 ‘아이템의 상태 추적’ 등에 대한 유럽 특허청 이외 주요국가 특허청)
l IoT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결합발명의 경우, IoT 서비스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상이하
고, 과제의 공통성이 없고, 작용·기능이 상이하다면,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할 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어 인용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IoT관련,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 부속서 A 5 [사례 28] ‘호우지점 특정 시스템’)
l 의료행위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 당해 기술분야(의료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료진)에 의하
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발명을, 단순히 인공지능의 ‘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일본 특
허청 심사기준 부속서 A5 [사례 33] “암 레벨 산출장치”), 단순히 IoT 기술을 접목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AI 또는 IoT 서비스 기술의 접목으로 오차율, 정밀도, 재현율, F1 값 등의 지표에 의하
여 표시되는 성능 지표의 향상이 있다면, 그 향상의 정도에 따라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고, 전
술한 대법원 판시(대법원 2020.5.14. 선고 2017후2543 판결)의 태도에 따라 화학이나 의료관
련 발명과 같이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기술분야에서는 30% 내외 이상의 향상이 있다면 효
과의 현저성 및 이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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