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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보고서는 Text Mining 기법을 기반으로 영문 특

허텍스트 DB를 구성하는 텍스트(Text) 부분의 경제성 및 

피검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

탕으로 2차 가공된 영문 특허텍스트 DB의 성능을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Ⅰ. 들어가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산업분야별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정보통신 및 생

명공학의 발달과 이종 기술 간의 융합이 활발해짐에 따

라,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 

분야가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R&D) 주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개척되고 있으며, 그 성과물로서 특허

출원이 급증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연간 전세계 출원건

수가 200만 건이 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허 데이

터베이스의 몸집은 급격히 커지게 되었고, 대량의 특허

를 한정된 시간 내에 검색해야 하는 전문적인 기술조사원

(Professional Searcher)들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고 있는 텍스트의 문장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즉『텍스트의 경제성(Text compact-

ness)』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텍스트

의 내용(Content)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문법적으로 

간결하게 작성된 텍스트 집합체, 즉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이 검

색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1)을 절약

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텍스트의 경제성』과 더불어 기술조사원(Profes-

sional Searcher)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다른 한 가지

는, 특정 특허에 있어서 해당 출원의 기술적 요체를 나타

내는 주제적 단어가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재수

용2)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즉, 주제적 단어에 대

한 등가어, 유사어 혹은 유의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텍

스트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비록 동일한 사물을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대뇌의 인지적 작용을 거쳐 언어로 발화할 때 그 

인지적 판단의 결과물인 발화어는 개개인의 지식수준 혹

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다. 즉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1)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이 8시간 동안 검토(Review)할 수 있는 특허문서(abstract)
가 일반적으로 200건 내외이며, 특허문서 하나의 텍스트가 25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200건을 검토(Review)하는데 있어서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이 읽어야 하는 단어는 
5만개에 달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특허문서(Abstract)를 이루는 텍스트가 250개의 단어로 쓰
인 경우와 내용(Content)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보다 짧은 200개의 단어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 200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이 읽어내려야 하

는 단어의 수는 4만개로 줄어든다. 5만과 4만, 즉 20%의 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
2) 다음 페이지의 모래시계형 발명품의 예시에 나타난 형태적 정의를 살펴보면.“원추형을 갖
는 두 개의 물체가 있다. 이 원뿔체는 서로의 밑면이 평행인 상태로 원형의 접면을 이루며 맞
닿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원추형의 물체”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원뿔체”
란 단어로 재수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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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에 있어 형태의 불일치에 따

른 검색실패를 회피하기 위해『텍스트의 피검색성』또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아래의 예는 생텍쥐페리의 어

린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에 관한 일화로서, 개개인의 사회

문화적 경험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얼

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주제적 단어의 유목적적 재수용, 

즉 키워드의 확장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개인적 경

험차에 의한 발화어의 불일치가 과연 특허 텍스트의 생산

과 소비라는 순환 사이클에서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까? 아래의 가정적 실제상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모래시계 제작자이다. 그는 모래시계의 형태적 

특징인 중간이 오목한 형태는 유지하되, 모래입자의 중

력낙하를 이용하지 않고, 태엽과 나사로 구동되는 시계

를 만들기를 고심하던 중, 도면 1과 같은 모래시계 형태

의 태엽시계를 고안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도형의 이미지를 투사(透寫)하여 발명품 A의 형태적 특징

을 언어로 표현한다면“두개의 원뿔체가 서로의 밑면이 

평행하도록 마주보도록 위치하며, 그 원추의 꼭지점 일

부가 원형의 접면을 이루면 맞닿아 있는 형태”라고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발명품 A를 원추(원뿔)형 태

엽시계라는 명칭 대신에『모래시계형 태엽시계』라 명명

하여 특허출원 하였다. 왜냐하면 A씨의 전생애적인 시각

적 각인(刻印)에 있어 모래시계가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명품 A는 상품화되지 못하고 특허권만 유지

된 채로 사장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발명

가 B는 발명품 A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모

방하여 발명품 B를 출원하면서 특허 명세서 작성 시『모

래시계형 태엽시계』라는 용어 대신, 두 개의『원추체』가 

마주보며 접촉하는 형태라고 표현하였다. 과연 특허 조사

원은 발명품 B에 대한 특허심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때, 발명품 B의 출원서에 표현된『원추』란 키워

드를 사용하여『모래시계형 태엽시계』이라고 표현된 발

명품 A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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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몸
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여러 가
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
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 내었다. 나의 그림 제 
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어른들은 대
답했다.“아니, 모자가 다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
린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
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 2호는 아래와 같았다.’

도면 2 [모래시계] 도면 3 [장구]도면 1 [발명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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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텍스트의 경제성』과『텍스트의 피검색성』이 전

문적인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이 대량의 데

이터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효율성 그리고 검색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

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는『텍스트의 경제성』과『텍스트

의 피검색성』을 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탐색해볼 것이며, 도출된 텍스트 평가기법은 

영문초록 특허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 품질을 일정수준으

로 관리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DB의 실

제 사용자인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의 니즈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허 영문초록 텍스트의 작

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술조사원(Professional Searcher)은『텍스트의 

경제성』과『텍스트의 피검색성』이 낮은 특허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 아래 스포츠 기사의 

마지막 구절은 위의 질문에 대한 은유적인 대답으로서 충

분히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자, 이제 박진감 있는 액션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

보자.

Ⅱ. 본론

  서론에서는 텍스트의 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다. 본론에서는 텍스트 품

질의 객관적 평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할 것

이며, 이 방법론은 텍스트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평가요

소(Estimative factor)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평가요

소를 어떻게 결합할 때 품질평가산식으로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본론의 목차는 아래

와 같다.

 본론에서는 먼저 텍스트는 어떻게 정의되며, 텍스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

해, 텍스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 품질 평가요소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A. Text의 정의 및 구성요소

   2009프로축구 K리그가 팀당 16~17경기를 치르며 반환점을 돌

았다. 지난달 26일까지 한 경기 평균 관중은 1만156명. 지난해 평

균 관중(1만1642명)에 비해선 1500여명 정도 줄었으나, 피부로 

느끼는 K리그의 위기감은 숫자 이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스포츠 팬 사이에서‘재미없는 K리그’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것

이다. 그 해결책 중 하나가‘APT(Actual Playing Time·실제경

기시간)’를 늘리는 것이다. 작전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축구

의 최대 매력은 90분 내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긴박감에 있다. 

자주 끊기는 축구만큼 지겨운 것도 없다. 파울이나 프리킥·코너

킥·스로인·선수교체 등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뺀, 실제로 플

레이가 벌어지는 시간을 따지는 APT가‘재미있는 축구’의 척도

가 될 수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평

균 APT는 63분10초, 일본 J리그는 62분48초에 달한다. 이에 비

해 포항은 56분01초에 그쳤다. 즉 똑같은 90분 동안 K리그 팬들

은 6~7분이나 더 멍하게 정지된 축구공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

다. (중략)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은 “데드타임이 긴 축구를 

보는 기분은 액션 영화를 보러 간 관객이 영화 대부분이 멜로로 

채워질 때 느끼는 배신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A. 텍스트의 정의 및 구성요소

B. 유의미어 v.s 무의미어

C. 텍스트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고찰

    C-1. 유의미어 점유율

    C-2. 단어 평균 반복율

    C-3. 텍스트 경제성 평가산식

D. 텍스트의 피검색성 평가에 대한 고찰

    D-1. 검색어(유능력 유의미어) 점유율

    D-2. 검색어(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

    D-3 텍스트 피검색성 평가산식

F. 텍스트 품질평가산식 도출 ; 경제성 평가산식 & 

                                       피검색성 평가산식의 결합

G. Case Study ; 텍스트 성능평가 인덱스를 이용한 

                     특허 DB의 성능평가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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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언어적인 단위이자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단

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응집력을 

가지고 결속된 언어의 조직망이라고 정의된다. 문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텍스트』의 핵심적인 구조 단위

는『문장』이다.『문장』은 일반적으로 마침표, 물음표 또

는 느낌표 등의 완결형 구두점에 의해 명시적으로 분할

될 수 있다. 이러한『문장』은 다시『단어』라는 세부단위

로 구성되며, 영어(英語)의 경우『단어』는 그 기능에 따

라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부사/접속사/전치사/감탄사

『8대 품사3)』로 분류된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가

장 작은 단위는 단어이며, 이 단어가 텍스트의 품질평가

산식이라는 일품요리의 식재료가 된다.

B. 유의미어 vs 무의미어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바람직한 검색용 텍스트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목적이 정보의 검

색을 위해 만들어진 텍스트라면, 간결한 문장으로 최대한

의 정보를 다양한 키워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텍

스트 내에서 정보전달의 핵심이며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

지고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단어(이하 

유의미어)와, 유의미어 상호간의 문법적 연결에는 관여하

지만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여 키워드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단어(이하 무의미어)가 적절한 비율로 조합되

어 있는 텍스트가 바람직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텍스트의『바람직한』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텍스트의 

적절한 유의미어 대 무의미어 비율에 대한 기준 또는 범

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어

와 무의미어의 구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

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기본 구성단위는 단어라고 

규정하였으며, 영문에서 모든 단어는 그 기능에 따라 8

개의 품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영

문 텍스트의  단어를 유의미어와 무의미어로 구분하기 위

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품사』라는 잣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8개 품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명사/동사는 단어 자체로

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미어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부사/접속사/전치

사/감탄사는 명사/동사의 의미를 부가하거나 문장의 연결

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무의미어의 성격에 부합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명사/동사4)는 항상 유의미

어로 취급할 것이며, 나머지 대명사/접속사/전치사/감탄

사는 항상 무의미어로 분류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형용

사나 부사 중에는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하여 경우

에 따라 유의미어로 혹은 무의미어로 양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장 내에서 무의미어에 

해당하는 문법적 기능, 즉 유의미어의 의미를 제한, 확장 

혹은 보완하는 형용사 내지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유의미어에 해당하는 동사 또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무의미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 예문을 보도록 하자.

A drawer with supporting rollers is slidingly inserted 

into a receiving part by guiding rails.

  상기 문장에서 단어를 품사에 따라 유의미어와 무의미

어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유의미어 : drawer(명사) / supporting(형용사) / 

                 rollers(명사) / inserted(동사) / 

                 receiving(형용사) part(명사) / 

                 guiding(형용사) / rails(명사)

◈ 무의미어 : with(전치사) / is(be동사) / 

                 slidingly(부사) / into(전치사) / 

                 a(관사) / by(전치사)

    위 예문에서“slidingly”은 동사 slide에 ing가 결합해 

3)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부사/접속사/전치사/감탄사/형용사 중에서 명사나 동사의 어미에 형
용사형 어미가 붙어 품사가 전성된 단어는 항상 유의미어로 분류

4) 그러나 Be 동사, Have 동사, Take 동사, Get 동사 및 조동사는 항상 무의미어로 분류



형용사형으로 1차 전성된 후, 여기에 부사형 어미인 ly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전

성어미의 결합으로 인해 텍스트에서 부사로 쓰이는 단어

는 유의미어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비록 문장에서 품사는 

부사일지라도 동사“Slide”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서 품

사상 형용사 또는 부사로 분류되는 단어 중에서 형태소 

분석결과『동사』에서 파생된『동사의 명사형』,『동사의 

형용사형』 또는『동사의 부사형』은 비록 문법적으로는 

무의미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의미어로 취급

될 것이다.

C. 텍스트의 경제성 측정

C-1. 유의미어 점유율

  앞 절에서는 유의미어와 무의미어를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

의 본원적 목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과연 유의

미부와 무의미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조합되어 있는 텍

스트가 바람직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상기의 예문

을 대상으로 텍스트내의 유의미어 점유율을 계산해보면, 

57.1%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문장으로 이루

어진 상기 예문의 유의미어 점유율 값인 57.1%5)가 일반

적인 텍스트의 바람직한 유의미어 점유율이라고 판단하

는 것은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으

로 텍스트에서 유의미어가 차지하는 바람직한 비율을 알

아보기 위해 다문장 텍스트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예 A]  

  분석예 A는 하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92건의 특

허 중 무작위로 10건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조건 1. IPC 주분류 또는 부분류가 C02F*인 한국특허

  조건 2. 출원일자가 2008.1.1~2008.12.31인 한국특허

  위의 조건으로 추출된 10건6)의 한국특허에 대응하는 한

국특허영문초록(KPA)을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서 검색하였다. 검색된 텍스트의 유의미어 및 무의미어를 

앞 절의 규칙에 따라 분류한 한 결과 총 1500 단어중 유의

미어는 843단어, 무의미어는 657단어였다. 텍스트의 유

의미어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텍스트 유의미어 점유율

  {유의미어수/(유의미어수+무의미어수)}

  = 843/(657+843) = 56.2%

  분석예 A에서 보듯이, 1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문장 

텍스트의 유의미부 점유율은 57.1%, 1500개의 단어로 이

루어진 다문장 텍스트의 유의미부 점유율은 56.2%로 거

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유의미

부 점유율은 대략 55% 혹은 그 이상일 경우 평균적인 품

질수준의 텍스트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텍스

트의 유의미부 점유율이 해당 텍스트의 품질(경제성 및 

피검색성)을 측정하는 유효한 인자인지 나아가 텍스트의 

유의미부 점유율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품질이 높은가에 

대한 판단에는 보다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일

정 수준이상으로 단단하게 직조된 텍스트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유의미부 점유율을 반드시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

라서 텍스트 품질의 계량적 평가를 위한 평가산식을 도

5) 8 (유의미어수) / 14 (유의미어수+무의미어수) 
6) KR1020090064554A  KR1020080083351A  KR1020080067340A  KR1020080110873A  

KR1020080033260A  KR1020080108099A  KR1020080079213A  KR1020080078550A  
KR1020090030232A  KR10200870308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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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함에 있어서, 텍스트 유의미부 점유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2. 평균 단어반복율

  앞 절에서는 텍스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인자 가운

데 하나인 텍스트 유의미부 점유율을 검토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예문을 통해 텍스트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텍스

트 유의미부 점유율이 지닌 한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

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인자로서평균 단어반복율에 대

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분석예 B]  

  분석예 B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같지만, 형

식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작성된 텍스트를 대상으

로 유의미부 점유율을 분석하였으며, 밑줄이 그어진 단어

가 유의미어에 해당한다.

version Ⅰ. 한국특허 1020070116273 A의 KPA 텍스트 

version Ⅱ. 한국특허 1020070116273 A에 대응하는 

              일본 우선출원건의 PAJ 텍스트

version Ⅲ. 한국특허 1020070116273 A를 집필자가 

               작성한 영문초록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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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henols-containing waste water treatment method comprises the following first step and second 
step: the first step where the alkali agent is added to the phenols-containing waste water; and the 
second step where the waste water with the alkali agent added thereto in the first step is distilled to 
thereby separate the waste liquid into which phenols are concentrated, in the case that the addition 
of the alkali agent is controlled in such a manner that the pH of the phenols-containing waste water 
reaches 10 to 14.

 Version I (PAJ)

총 단어수 : 88개 유의미어 수 : 43개

텍스트의 유의미어 점유율 : 43 / 88 * 100 = 48.9%

무의미어 수 : 45개

  Disclosed is a method for processing a waste water containing an oxygen-containing compound 
having a phenolic hydroxyl group or a carbonyl group, which comprises the following first step and 
second step. First step: An alkaline agent is added into a waste water containing an oxygen-containing 
compound having a phenolic hydroxyl group or a carbonyl group so that the waste water has a pH of 
not less than 10. Second step: The waste water to which the alkaline agent is added in the first step 
is distilled for separating a waste liquid in which the oxygen-containing compound having a phenolic 
hydroxyl group or a carbonyl group is concentrated.

  Version II (KPA)

총 단어수 : 109개 유의미어 수 : 56개

텍스트의 유의미어 점유율 : 56 / 109 * 100 = 51.2%

무의미어 수 : 53개

  Alkali agent such as ammonia (NH4) is added to waste water that contains oxygen-based compounds 
having hydroxy phenol (phenolic hydroxide) or carbonyl to adjust hydrogen ion concentration of the 
waste liquid to higher than pH 10. After alkali addition, the waste water is vaporized to separate con-
centrate having hydroxy phenol or carbonyl from the waste water by distillation. 

  Version III (Customized KPA)

총 단어수 : 58개 유의미어 수 : 36개

텍스트의 유의미어 점유율 : 36 / 58 * 100 = 62.1%

무의미어 수 : 22개



  그러나 version Ⅰ과 version Ⅱ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version Ⅱ의 총단어수는 109

개로 version Ⅰ의 88개보다 21.6%나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version Ⅱ의 유의미어 점유율은 

version Ⅰ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version Ⅰ 및 version Ⅱ가 비슷한 수의 유

의미어와 무의미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텍스트의 양에 있

어서 version Ⅱ가 더 많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version Ⅰ과 version 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그렇다면 많은 단어로 작성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실제적인 텍스트 경제

성 순위는 version Ⅲ>version Ⅰ >version Ⅱ로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상기 그래프는 유의미어 점유율만으로 텍

스트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항상 유효한 결과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version Ⅱ의 텍스트 양이 다른 version Ⅰ

및 version Ⅲ보다 현저히 높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version Ⅰ, Ⅱ, Ⅲ를 구성하는 단어의 종류 및 그 종류

에 따른 출현빈도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어의 평균 반복율이 낮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및 보

어가 효율적인 유의미 조직체를 이루고 있어 문장의 불필

요한 중복이나 부연설명이 적절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따라서 검색용 텍스트에서 단어 평균 반복

률은 일정수준까지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

며, 반 복율의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의 경제성은 ver-

sion Ⅲ>version Ⅰ>version Ⅱ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의미어 점유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어평균 반

복율이 낮을수록 텍스트의 경제성이 항상 정비례의 관계

로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 수준이상으로 단단

하게 직조된 텍스트라면 일정 수치 이하의 단어 평균 반

복율을 반드시 나타낸다. 따라서 텍스트의 경제성 판단을 

위한 산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평균 단어 반복율을 포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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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은 위 예문의 유의미어 점유율이다. 앞 절에서 가정한 것처럼 만일 유의미어 점유율과 텍스트의 경제성

이 정비례 관계라면, 텍스트 경제성 순위는 version Ⅲ>version Ⅱ>version Ⅰ일 것이다. 실제로 텍스트의 경제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총단어수를 [표2]에서 검토해보면 유의미어 점유율이 가장 높은 version Ⅲ의 총

단어수가 56개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유의미어 점유율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래프 1] 유의미부 점유율 [그래프 2] 총 단어수

단어평균 반복율(단어종류/단어수)

단어평균 반복율(단어종류/단어수)

Version I Version II Version III

0.43

단어종류 : 38 단어수 : 88 단어종류 : 42 단어수 : 109 단어종류 : 37 단어수 : 58

0.39 0.64



8 PATENT 21 PATENT 21 9

단어평균 반복율(단어종류/단어수)

Version I Version IVersion II Version IIVersion III Version III

phenol

contain

waste

water

method

comprise

follow

step 

alkali 

agent 

add

distill

separate 

pH

concentrate

liquid

control

manner

case

reach

treat

유의미 단어
종류 

21

4

3

5

4

1

1

1

5

3

3

3

1

1

1

1

1

1

1

1

1

1

유의미 
단어수

43

is(are)

of

that

the

to

in

into

first

and

a(an)

second

which

thereby

thereto

where

with

such

무의미 단어
종류 

17

4

2

2

15

3

3

1

3

2

1

2

1

1

1

2

1

1

무의미 
단어수

45

phenol

contain

waste

water

method

comprise

follow

step 

alkali 

agent 

add

distill

separate 

pH

concentrate

liquid

disclose

process

oxygen

compound

hydroxy

group

carbonyl

유의미 단어
종류 

23

3

5

5

4

1

1

1

5

2

2

2

1

1

1

1

1

1

1

3

3

3

6

3

유의미 
단어수

56

is

of

that

the

to

in

into

first

and

a(an)

second

which

have(has)

or

than

for

so

less

not

무의미 단어
종류

19

5

1

1

6

1

2

1

3

1

14

2

3

4

3

1

2

1

1

1

무의미 
단어수

53

phenol

contain

waste

water

alkali 

agent 

add

distill

separate 

 pH

concentrate

oxygen

compound

hydroxy

carbonyl

ion

base

hydrogen

hydroxide

adjust

vaporize

ammonia

NH4

유의미 단어
종류 

23

3

1

4

4

2

1

2

1

1

1

2

1

1

2

2

1

1

1

1

1

1

1

1

유의미 
단어수

36

is

of

that

the

to

has(have)

or

than

such

as

by

from

high

after

무의미 단어
종류

14

2

1

1

3

4

2

2

1

1

1

1

1

1

1

무의미 
단어수

22



C-3. 텍스트의 경제성 평가산식

   이상과 같이 앞 절에서는 영문 텍스트의 문장을 구성하

는 단어를 품사에 따라 유의미어와 무의미어로 분류하였

고, 여기에서 『유의미어 점유율』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하나의 인자(Factor)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주어, 동

사 및 보어 등 문장 구성요소의 효율적인 문법적 배열을 

통해 문장에서 유의미어의 단순 재등장을 얼마나 효과적

으로 회피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 단어반복

율』이라는 또 하나의 인자(Factor)를 추출하였다. 그리

하여 두 가지 인자(Factor)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곱의 

상관관계를 도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텍스트의 경제

성 평가산식』을 최종 도출 하였다.

   [그래프 3]은 위의 경제성 평가산식을 이용하여 도출

한 각 version 별 텍스트 경제성 인덱스 수치로서, ver-

sion Ⅲ가 39.3으로 가장 높았으며, version Ⅱ가 21.9로 

가장 낮았다.

   [그래프 4]는 각 version의 상대적 품질을 나타낸 것으

로, version Ⅲ을 100점이라고 할 때, version I(PAJ ver-

sion)은 63.6점, version Ⅱ(KPA version)은 불과 55.7점

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version I(PAJ version)을 100

점이라고 할 때, version Ⅱ(KPA version)은 87.6점을 나

타내었다.

   [그래프 5]는 version I, Ⅱ, Ⅲ의 단어수, 유의미어수 

및 유의어 종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version Ⅲ의 경

우처럼 유의미어 점유율이 높고 단어평균 반복율이 낮으

면 단어수, 유의미어수 및 유의어 종류의 수를 표시하는 

막대그래프의 상대적 체감율이 0.6~0.65 사이에서 안정

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마치 통일신라시대의 삼층석

탑 같은 황금비율을 연상케 한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유의미어 점유율은 텍스트내 유의미어의 중복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텍스트의 경제성 평가시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단어평균 반복율은 텍스트내 무

의미어의 비율에 따라 착시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상기의 두가지 인자를 따로 분리하여 텍스트 경제

성 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만

일 텍스트의 유의미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으로 

전치사/접속사/관사/부사 등의 무의미어 사용을 배제한

다면 그 텍스트의 문장은 올바른 독해가 불가능한 수준

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낱말의 단순나열에 가까

운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유의미어 점유율은 높

을수록 바람직하겠지만 그 상한값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 절의 [분석예 A]에서 보듯이, 검색용 텍스

트라면 최소 50% 이상, 일반적으로 55% 내외의 유의미

어 점유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version Ⅲ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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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경제성 평가산식 

= 유의미어 점유율 * 평균 단어반복율

[그래프 3] 텍스트 경제성 절대값

[그래프 4] 상대적 텍스트 경제성 값

[그래프 5]  총단어 수, 유의미어 수, 유의미어 종류



처럼, 텍스트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정밀하게 구성되

었다면 60% 이상의 유의미어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도 가

능하다. 또한 텍스트의 평균 단어반복율은 최대 250% 이

내, 일반적으로 200% 내외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나, 

version Ⅲ의 경우처럼 160% 내외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

의미어 점유율에 상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평균 단어반

복율에도 하한값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150% 내

외로 예상된다. 유의미어 점유율의 상한값과 평균 단어반

복율의 하한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텍스

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D. 텍스트의 검색성 평가에 대한 고찰

  

  앞 장에서는 『텍스트 유의미어 점유율』 및 『평균 단

어 반복율』이라는 두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를 곱의 관계로 결합하여 텍스트 경제성 평가산식을 도

출하였다. 경제성이라는 낱말이 보여주듯, 앞 장의 주된 

내용은“검색용 텍스트는 정보전달이라는 스스로의 본질

에 충실하면서도 최대한 간결하고 콤팩트하게 작성돼야 

한다.”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경제성은 

텍스트 구조학적으로 문장의 경·박·단·소를 추구하는 

축소지향적 이미지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검색성은 어

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검색어란 과

연 무엇일까? 

D-1. 검색어 점유율

  

  검색(檢索語)이란 텍스트의 집합체인 데이터베이스에

서 특정한 주제(Topic)를 포함하는 단위 텍스트를 찾아내

는 유목적적인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어라고 하고, 

키워드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키워드

의 특징은 검색하고자 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대상의 

특징 또는 본질을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검색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유의미어에 대해 부분집

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유의미어 중에서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

어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모든 유의미어는 검색어로 쓰일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문헌으로 그 범위를 한

정할 경우 검색어로 쓰일 수 없는 유의미어의 종류는 보

다 명확해 진다. version Ⅰ, Ⅱ, Ⅲ에서 사용된 유의미

어 중에서 특허문헌에서 구성성분의 포함여부를 나타내

는 contain, 방법 또는 프로세스 발명을 나타내는 method 

또는 process, 청구항의 전제부(Transition)에서 쓰이는 

comprise, 방법발명에서 단계를 나타내는 step, 불특정 

제제를 뜻하는 agent, 일반적인 처리라는 뜻의 treat, 영

문 특허명세서의 패턴화된 구문인 in the manner of / in 

case of / is characterized 등에서 쓰이는 manner, case, 

characterize, 화합물에서 기(基)를 나타내는 group, 불

특정 화합물을 나타내는 compound, 발명의 개시를 나타

내는 disclose 등은 검색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

서 이러한 검색어로서의 능력이 없는 유의미어를『무능

력 유의미어』, 검색어로서의 능력이 있는 유의미어를『

유능력 유의미어』로 명명하며, 텍스트 내의 유의미어가 

점유하는 부분에서『무능력 유의미어』의 비율이 낮을수

록 해당 텍스트의 검색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장의 version Ⅰ, Ⅱ, Ⅲ의 예문을 대상으로 각각의 

유능력 유의미어를 추출한 후 이의 개수를 살펴보았다. 

페이지 9의 표[1]의 왼쪽인 측면인 유의미어수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단어는 유능력 유의미어, 검은색으로 표시

된 단어는 무능력 유의미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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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점유율 = 유능력 유의미어수/

유의미어수(유능력 유의미어수+무능력 유의미어수) 

[그래프 6] 검색어 점유율



   검색어 점유율 측정결과, version Ⅲ의 텍스트는 유능

력 유의미어수가 90%가 넘는 수준으로 군더더기가 없이 

작성된 검색용 텍스트이며, 나머지 예문의 유능력 유의미

어 점유율을 55~50%사이로서 높지 않으며, version Ⅰ이 

version Ⅱ보다 앞서있으나, 그 차이는 2.5%에 불과하여 

그리 유의미한 값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D-2. 검색어 변주율

   변주(Variation)라는 단어는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

어로서, 비교적 짧은 하나의 주제선율을 바탕으로 그 선

율의 가락, 리듬, 조, 박자, 화성, 빠르기 등을 여러 모양

으로 변화 및 반복시켜 모은 형식의 악곡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곡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주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변주(Variation)는 음악뿐만 아니라 검색용 

텍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서론에서 

밝힌바 있는 단어의 재수용이란 개념과 같은 선상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이 아닌 텍스트에서의 단

어의 변주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일

까? 서론에서 예시한 모래시계형 발명품의 예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3page), 원추형의 물체를 묘사하는데 있

어, 첫 문장에서는“원추형”,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원뿔형”이라고 표현하였다. 텍스트 내에서 유능력 유

의미어(검색어)를 재수용하는데 있어서 상기와 같이 하나 

이상의 표현의 변주해 주는 것은, 검색성(Searchability )

을 높여주는데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전문조사분석원

(Professional Searche)r라 하더라도, 검색을 위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동의어 유사어 등가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텍스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능력 유의미어(검색어)는 가능하다면 2가지 이상

으로 변주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발견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검색어 변주율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피

검색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검색어 변주율은 아래

와 같이 정의된다.

   그러면 version Ⅰ, Ⅱ, Ⅲ의 예문을 대상으로 각각의 

검색어 변주율(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을 살펴보자. 그 

이전에 우선 예문의 텍스트에서 꼭 필요한 유능력 유의미

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 측정결과, version Ⅲ의 텍스

트가 142.9%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version Ⅰ 

및 version Ⅱ는 110% 미만으로서, 주요 키워드에 대한 변

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3. 텍스트의 검색성 평가산식

  앞선 절에서는 텍스트 검색성의 평가시 적용 할 수 있는 

인자(Factor)로서 유능력 유의미어 점유율과 유능력 유의

미어 변주율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텍스트의 검색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상기의 두가지 인자는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나, 또한 판단의 측면이 다르므로 그 상

관관계를 곱으로 연결하여 텍스트의 검색성 평가산식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12 PATENT 21 PATENT 21 13

검색어 변주율 = 검색어 종류 (형태) / 

검색어 종류 (의미)

[그래프 7] 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 (%)

Version I

Version II

Version III 35

54

43

32

30

25

총 
유의미어 수

유능력 
유의미어 수



   [그래프 8]는 version I, Ⅱ, Ⅲ의 유능력 유의미부 점유

율 및 유능력 유의미부 변주율을 각각 곱의 관계로 결합하

여 계산한 텍스트의 검색성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F. 텍스트 성능평가 산식의 도출

  우리는 앞절에서 유의미어 및 무의미어를 기반으로 추

출한 텍스트 경제성 평가산식과 텍스트 검색성 평가산식

을 각각 도출하였고, 본 절에서는 각각의 산식을 곱의 관

계로 연결하여 최종적인 텍스트 성능(품질)평가산식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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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검색성 평가산식 

= 검색어 점유율 * 검색어 변주율

[그래프 8] 텍스트의 피검색성 (절대값)

텍스트의 성능(품질) 평가식

= 텍스트 경제성 * 텍스트 피검색성

or

= (유의미어 점유율 * 평균단어반복율) 

* (검색어 점유율 * 검색어 변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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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닐기

증발 

유능력 유의미어 종류 (형태)

유능력 유의미어 종류 (의미)

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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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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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 = 142.9%

Version I Version II Version III



14 PATENT 21 PATENT 21 15

G. Case Study : 텍스트 성능평가 평가식을 이용한 

                        특허 DB의 성능평가의 실례

  본 Case Study는 분석예 A(6쪽)의 한국특허영문초록

(KPA) 10개와, 이에 대응하는 일본특허영문초록(PAJ)을 

각각 10건씩 추출하였다. 각각 10개의 단위체로 이루어

진 KPA와 PAJ를 작은 단위의 KPA DB 및 PAJ DB로 간

주하고, 앞선 장에서 도출한 텍스트 성능 평가산식을 이

용하여 KPA DB와 PAJ DB의 텍스트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래프 9]의 KPA와 PAJ의 성능평가 결과, Quality 

Index값은 KPA 12.56, PAJ 14.29이며, 이를 상대값으로 

환산하면, PAJ가 100점 일때, KPA는 약 87.9점을 기록하

였다. Quality Index 값을 구성하는 4개 요소를 각각 분

석해 보면 [그래프 10~13]와 같다.

첫째, 유의미어 점유율은 KPA가 PAJ에 비해 약 4.5%로 

       근소한 우위를 나타냈고,

둘째, 단어평균 반복율은 PAJ가 KPA에 비해 0.02 차이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으며, 

셋째, 유능력 유의미어 점유율은 PAJ가 KPA에 비해 

       약10% 차로 현저한 우위를 나타냈고,

넷째, 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은 PAJ가 KPA에 비해 

       0.01 차이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KPA의 Quality Index 절대값을 15점 수준

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높은 유의미어 점유율

을 유지하되, 일정한 분량의 텍스트에서 검색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능력 유의미어의 점유율을 보다 높은 수

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프 9]  PAJ DB & KPA DB Quality Index

[그래프 10] 유의미어 점유율 [그래프 12] 유능력 유의미어 점유율

[그래프 11] 단어 평균 반복도 [그래프 13] 유능력 유의미어 변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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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이제까지 가공을 거친 영문 특허요약 텍스트의 품질평

가는 주로 아래의 3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텍스트의 문법적 정확성

둘째, 텍스트와 대표도면과의 내용 합치성

셋째, 기술용어의 한영번역 적절성

  이러한 종래의 품질평가 모델은 개별 특허 영문초록 텍

스트의 문법적 그리고 내용적 관점에 국한된 것으로, 개

별 영문초록텍스트의 집단체인 영문초록 DB에 대한 텍스

트 경제성 및 검색성을 고려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품질

평가 모델은 이제껏 전무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한 평가산식은 검색용 텍스트로 이

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성 및 간결성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

터베이스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Tool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각 국가에서 영문으로 구축하는 검

색용 텍스트들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 대개 자국어로 

쓰여진 raw document를 영문으로 요약 가공하고, 이를 

Boliven社 같은 정보업체에 일정 금액을 받고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2차 가공자료의 유통에 있어서 본 평

가산식을 적용시킬수 있는 Tool을 개발하여 정보업체에

게 텍스트의 성능평가에 대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

다며, 특허정보의 유통에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가

능성이 있다.

  효율적으로 작성된 검색용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는 생

태적으로 조화로운 숲과 같다. 숲의 천이(遷移)단계에서 

가장 안정된 극상림(極上林)에는 토양과 암석 등의 무기

체와, 각종 동식물이 적당한 비율로 어우러져 있으며, 식

물상의 분포에 있어서도 단일 수종의 인공림(人工林)과는 

달리 지표의 이끼에서부터, 높이 자라나는 喬木(교목) 그

리고 그 중간의 공간을 메워주는 關木(관목)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수종(水種)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종(種)

의 다양성이 확보된 숲은 병충해에도 쉽게 해를 입지 않

으며, 각종 동물에게 비옥한 삶의 터전이 된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이

다. 무의미어와 유의미어가 적절한 비율로 어우러져 있으

며, 유의미어의 분포에 있어서도 텍스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유

능력 유의미어 및 그의 유사어/유의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극상림의 숲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검색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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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하
표준특허센터

차세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현황 분석

특 집

1. 서 론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산업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

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주요 에너지원인 화

석연료의 고갈과 함께 공해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 온

난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연

료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말한다. 이

러한 연료전지는 일반 배터리와는 달리 재충전이 필요없

이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

는 발전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급되는 연료로부터 연소 반

응 없이 에너지 변환 과정(전기화학적 전지반응)만으로 전

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갖는 발전장치로 알려져 있다. 즉, 연료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열적 에

너지 및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매

우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인

산형 연료전지(PAFC, Phosphoric Acid), 용융탄산염형 연

료전지(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혹은 고체 전해질 연료전지: SOFC, Solid Oxide 

Fuel Cell), 알칼리형 연료전지(AFC, Alkaline Fuel Cell), 

고분자형 연료전지(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or PEFC,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와 같

은 종류로 나뉠 수 있고, 작동되는 온도에 따라 비교적 저

온(250°C 이하)에서 동작되는 저온형 연료전지와 500°C 

이상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고온형 연료전지로 나뉠 수 있

다. 고온형 연료전지는 작동온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효

율의 특징과 배기가스의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규모면에서 연료전지를 이용한 분산형(대형) 발전시

스템으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이중에서 구성소재가 모두 고체로 이루어진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는 효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과의 열병합발전에 의하여 효율을 75% 이상까지 향상시

킬 수 있다.

  현재 SOFC는 연료전지 중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으며, 전극, 전해질, 스택, 시스템 등 구성요소 전반에 걸

쳐 많은 논문과 특허가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SOFC도 다

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

라 보다 발전적으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

표적인 것이 저온형 SOFC와 탄화수소 연료형 SOFC가 대

두되고 있다. 

1.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특징 및 작동원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1899년 Nersh 이론의 발견 

후 Baur와 Preis에 의해 최초로 3세대인 세라믹 연료전지

의 운전이 보고되었다. 세라믹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의 원리를 살펴보면 연료기체가 소유하고 있

는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에너지 변환장치로, 연료극(Anode)에서 탄화

수소계열의 다양한 연료(H2, CO, CH4) 등가 산화되면서 

방출된 전자가 공기극(Cathode)에서 산화제와 결합하여 

환원반응을 일으키고, 전극 양단에 발생하는 전위차 및 화

학 퍼텐셜(chemical potential)의 차이로 인하여 전해질을 

통해서는 이온이 그리고 외부회로를 통해서는 전자가 전

달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와 물 또는 수증기가 발생하

는 전기화학기구에 의하여 작동되어 진다. 특히, 연료전지

는 구성요소들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반응기체 사

이에서만 전기화학반응이 진행되므로 연속적으로 전기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고효율(

발전효율 50~70%)이며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과 복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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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85%이상의 높은 발전효율이 기대되며, 석탄가스, 천

연가스, 메탄올, 나프타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CO2 50%이상의 절감효과와 SOx과 NOx의 방출량이 거

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셀 단위 면적 당 전력

밀도가 높고 개질기가 불필요하므로 발전시스템이 간단하

여 소형화가 가능하고, 전해질 손실 및 구성재료의 부식문

제가 없으므로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와 

수소연료 저장의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2 저온형 SOFC

  SOFC의 고온(800~1000℃) 작동 특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연료의 개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료열

화에 따른 시스템 수명문제나 고가의 고온 재료 사용에 따

른 경제성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SOFC 시

스템의 제조원가는 kW당 3000 US$ 정도로 추산하고 있

으며 그중 40%는 스택이 차지하고 있다. 스택 제조 원가 

중 고온작동에 필요한 내열금속 접속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SOFC 상용화에 최대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SOFC 시스템의 장기 안정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작동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SOFC의 저온작동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재료물성의 저

하, 전기화학적 활성감소 등 새로운 성능 감소 요인들을 

유발한다. 

  또한, 40% 가까운 성능 손실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극

에서의 분극저항 또한 열적활성화 기구를 따르므로 온도

가 내려갈수록 크게 증가하게 된다. 분극 저항 성분에 의

한 손실은 크게 촉매활성에 의한 활성분극손실과 물질 확

산 반응에 의한 확산분극 손실로 나눠지는데 전자의 경우

는 촉매물질의 활성과 반응점의 농도 및 분포에 의해 결정

되며 후자의 경우는 전극을 통한 물질의 확산 반응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전극에서의 분극 저항 성분을 최소

화하려면 전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반응점과 이에 필요한 

기공구조가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미세구조를 제

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1.3 탄화수소 연료형 SOFC

   SOFC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작

동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탄화수소 연료를 특별한 개질

공정이 필요없이 직접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

존 산업의 근간인 석유화학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개질장치의 생략으로 인한 장치의 소형화 

및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시스템의 경제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탄화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은 연료 자

체의 제조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

는 연료전지 보다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기를 소형

화시켜 여러 방면에 응용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작동하는 SOFC는 연

료로 사용되는 탄화수소로부터의 탄소침적이 큰 문제가 되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에 수증기를 포함시키는 방법

이나 전극 재료의 개발 및 전극 구조의 개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기술동향 및 분석

2.1 특허 동향

  본 특허 동향에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전반

적인 출원 현황을 연도별 출원 동향, 포트폴리오, 특허 분

포도, 주요 출원인, 기술 흐름도 등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 

전 세계의 주요 특허 출원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 및 한

국의 정량적인 출원데이터를 통해 SOFC 관련 기술의 전

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2.2 분석범위 및 분석기준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 등 주요국가의 분석구간 및 대

상특허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SOFC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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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도별 출원 동향

  주요 국가별 비율에서는 미국특허가 등록특허와 공개특
허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
으며 근소한 차이로 일본이 뒤따르고 그 다음을 유럽 및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SOFC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유럽,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와서는 일본 및 한국 또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절대 출원량이 주요 출원
국이 일정 비율을 가지며 경쟁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반에서부터 SOFC의 연구관련 
특허가 출원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0년도에 접어 들면서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추
세를 보이며, 미국과 유럽은 2003년, 일본과 한국은 각각 
2006년에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며 이후 주요 국가의 출
원량이 다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4 한국특허의 국가별 및 내외국인별 점유율

  국내 특허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출원은 모두 
외국국가의 출원이 차지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출원
국에 의해 외국국가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
국에 이어 미국이 27%, 일본이 20%로 뒤를 잇고 있고 나
머지는 차례로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이 적은 비율
로 차지하고 있다.

2.5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발전의 위치

  본 포트폴리오는 SOFC에 관련된 전체 분야에 대해 출원
건수와 출원인수 변화를 파악하여 연도에 따른 이들의 상

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발전상황을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출원연도를 과거로부터 최신 연
도까지 5년간으로 분할하고 각 5년간으로 분할된 
구간에서 최근으로부터 5개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 
구간의 출원건수와 출원인수를 합하여 하나의 원
형으로 나타내어 원형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하기 
기준으로 제시된 발전기, 성숙기, 퇴조기, 부활기
의 기술발전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기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표상 모든 국가가 전반적으로 발전단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가 거의 유사한 구조의 그래프가 도식화
되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모두 증가세에 있어 왕성한 연구활동 및 특
허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더욱이 가장 최근 구간인 2003년부터 2007년 구간에
서는 특징적으로 한국, 일본 및 유럽특허의 출원건수와 출
원인수의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원량에 
있어서는 일본특허의 양적인면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그림 3] 국내특허의 국가별 및 내외국인 출원동향

[표 1] 분석범위 및 대상건수

분 석 기 간구  분 국  가 대상건수

1974 ~ 2009.10

1975 ~ 2009.10

1977 ~ 2009.10

2000 ~ 2009.10

1974 ~ 2009.10

공개특허

등록특허

유  럽

한  국

일  본

미  국

미  국

합    계

484

1,336

549

1,218

1,027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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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 출원인 동향

  아래 <표2>는 한국 및 미국의 전체 SOFC 기술분야에서 

가장 출원량이 많은 상위 10개 출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3>는 일본 및 유럽의 전체 SOFC 기술분야에서 

가장 출원량이 많은 상위 10개 출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국가별 포트폴리오

[표 2] 상위 10개 출원인 (한국, 미국)

[표 3] 상위 10개 출원인 (일본, 유럽)

출 원 인 특 허 권 자

한   국 미   국
순위

건수

1

2

3

4

5

6

7

8

9

10

건수

26

25

24

21

19

18

17

16

9

7

72

61

32

31

26

26

23

23

22

20

KIST (Korea) Delphi Technologies (U.S)

KIER (Korea)
Siemens Westinghouse
Electric Corp. (U.S)

Hyundai Motors (Korea) Corning (U.S)

Toshiba (Japan) Allied Signal (U.S)

Matsushita Electric (Japan) Nissan Motors (Japan)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enmark)

The Regents of the Univer-
sity of California (U.S)

Samsung SDI (Korea) NGK Insulators (Japan)

Siemens Westinghouse
Electric Corp. (U.S)

Siemens Westinghouse
Power Corp. (U.S)

General Electric (U.S)General Electric (U.S)

Posco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De-
partment of Energy (U.S)

출 원 인 특 허 권 자

일   본 유   럽
순위

건수

1

2

3

4

5

6

7

8

9

10

건수

109

108

105

89

81

74

72

36

32

30

72

30

23

22

21

26

14

13

13

9

Dainippon Painting (Japan) Delphi Technologies (U.S)

Nissan Motors (Japan)
Siemens Westinghouse

Electric (U.S)

Tokyo Gas (Japan) Corning (U.S)

Hitachi (Japan) Mitsubishi Materials (Japan)

General Electric (U.S) Allied Signal (U.S)

Nippon Oil (Japan)
Hewlett-Packard 
Development (U.S)

Nippon Telegr & Teleph 
(Japan)

NGK Insulators (Japan)

Mitsubishi Heavy Ind 
(Japan)

General Electric (U.S)

Nissan Motor (Japan)Mitsubishi Materials (Japan)

Toto (Japan)
Siemens Westinghouse

Power Corp.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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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별 특허의 질적수준 및 시장확보력

   주요 국가가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

는 피인용비(CPP)1)와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Family Size(PFS)2)를 도식화한 분석

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는데 전체적으로 출원되는 특정 

특허문헌에 피인용되는 비율의 평균이 13.2127로 약 13건

의 특허에 피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기술이 

기술개발단계를 지나 기술개발 성숙기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되며, 평균 Family Size에 관해서는 4.736로 특허당 약 

5개국에 특허 패밀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비율이 높은 국가로 미국, 덴

마크, 일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출

원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인용 비율도 높아 기술적 수

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 특허의 패밀리 수가 많아서 시장확보력이 큰 나라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덴마크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 등은 출원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시장확보력이 높게 나타난 것이고 역시 미국

이 출원량이 많음에도 평균 패밀리 수가 많아 시장확보력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기술경쟁

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그래프는 미국등록특허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자료

로 전세계의 기술상황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

나 미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는 유효한 자료라

고 볼 수 있다. 

2.8 주요 국가의 기술력 비교

  미국등록특허에서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지표인 특

허등록건수, 영향력 지수(PII)3), 기술력 지수(TS)4)를 통해 

국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의 기술력 지수

가 과거 5년 구간보다 최근 5년 구간의 지수가 상승하여 

양적수준과 질적수준이 최근 모두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특허등록건수와 기술력 지수 최근 및 

과거 5년 구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SOFC 시장에서 

기술력 및 시장지배력이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일본이 상대적으로 영향력 지수는 낮지

만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기술력 지수는 그래프상 미

국과 대등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국은 최근 들어 다른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특허출

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 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아직은 미국등록특허의 특허수가 많지 않아 미국등록특

허가 중심인 전체적인 지표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

고 또한 이로 미루어 미국시장에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표가 증가세

에 있고 또한 자국 특허 출원이 활발하여 향후에는 기술

발전 및 시장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3. 기술 분석 결과 및 고찰

3.1 주요 특허

1) CPP(인용도지수, Cites Per Patent)란 특정 특허권자의 특허들이 이후 등록되는 특허들
에 의해 인용되는 회수의 평균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주요특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이 인용되는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를 점할 수 있음 (CPP = 피인용수/ 특허건수)
2) PFS(시장확보지수, Patent Family Size)란 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마다 출원된 특허를 Family 
patent라 지칭하는데 해당국가에서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해외에 특
허를 출원하므로 Family Patent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장확보력의 지표로 사용함 (PFS = 해당출원인 평균 특허Family수/ 전체평균 특허Family수))
3) PII(영향력 지수, Patent Impact Index)란 특정특허권자의 특허가 이후 등록된 특허들에 의
해 인용되는 회수의 평균값인 인용도지수(CPP)를 전체 피인용비로 나눈 상대적인 CPP를 나
타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인용이 많이 되었고 이후 특허에 영향을 많
이 주었다는 의미, 즉 질적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PII = 해당국가의 CPP/ 전체 CPP)
4) TS(기술력 지수, Technology Strength)란 영향력지수에 특허건수를 곱한 값으로 질적수준과 
양적수준을 동시에 의미함(TS=PII X 특허건수)

[그림 5] 특허의 질적수준 및 시장확보력

[그림 6] 주요 국가의 기술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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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온형 SOFC 및 탄화수소 연료형 SOFC와 관련

하여 키워드 및 검색식 기반으로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추

출된 주요 특허들을 포함한 도표이다.

3.2 주요 논문

  다음은 저온형 SOFC 및 탄화수소 연료형 SOFC와 관련

하여 키워드 및 검색식 기반으로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추

출된 주요 특허들을 포함한 도표이다.

3.3 핵심 특허

  이후 기술분석을 위해 SOFC의 특허 데이터 중에서 앞

으로 가장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근래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내용으로 저온형 및 탄화수소 연료

형 SOFC의 두가지 기술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또한 온도

[표 4] 주요특허 (저온형 SOFC)

[표 5] 주요특허 (탄화수소 연료형 SOFC)

[표 6] 주요논문 (저온형 SOFC)

[표 7] 주요논문 (탄화수소 연료형 SOFC)

특허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5,306,574
(U.S)

Westinghouse 
Electric Corp.

Method of low temperature operation 
of an electrochemical cell array

1992.10.07

6,844,098
(U.S)

Ishihara Tatsumi, 
Takita Yusaku

Oxide-ion conductor and use 
thereof

1998.08.31

5,993,989
(U.S)

Westinghouse 
Power Corp.

Interfacial material for 
solid oxide fuel cell

1997.04.07

6,387,560
(U.S)

Nano Products 
Corp.

Nanostructured solid electrolytes 
and devices

1999.02.17

2004-327413
(Japan)

Sasaki Kazuya
Solid oxide fuel cell and electrode 

material for fuel reformer
2003.04.28

2006-
151716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Oxide ion conductive material-
comprising bismuth-erbium-tung-
sten oxide solid solution and its 

manufacturing method

2004.11.26

2007-
164989
(Japan)

Toida Tsutomu
Method of combination of solid 

oxide type fuel cell and hydrogen 
manufacturing process

2005.12.09

출원일

특허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5,747,185
(U.S)

Ztek Corp.
High temperature electrochemical 
converter for hydrocarbon fuels

1995.11.14

6,479,178
(U.S)

Northwestern 
University

Direct hydrocarbon fuel cells2001.04.10

6,589,680
(U.S)

The Trustees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Method for Solid oxide fuel cell 
anode preparation

1999.03.03

7,049,014
(U.S)

H Power Corp. Direct secondary alcohol fuel cells2002.03.05

1991-283266
(Japan)

NKK Corp.
Direct hydrocarbon reforming in 
protonic ceramic fuel cells by 
electrolyte steam permeation

1990.03.29

2004-
200022
(Japan)

Mitsubishi Mate-
rials Corp.

Solid oxide fuel cell2002.12.19

2009-
104884
(Japan)

Showa Shell 
Sekiyu

Solid oxide fuel cell system2007.10.23

출원일

저  자 저  널 제  목

Selmar de 
Souza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Reduced-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 based on YSZ 

thin-film electrolyte
2002

Selmar de 
Souza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Reduced-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 based on YSZ 

thin-film electrolyte
1997.03

Nguyen 
Minh

Fuel Cells 
Bulletin

High-performance, reduced-
temperature SOFC technology

1999

Ishihara 
Tatsumi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Doped perovskite oxide, PrMnO3, 
as a new cathode for solid oxide 
fuel cell that decreases the op-

erating temperature

1994.06

간행일

저  자 저  널

McIntosh, 
Steven

University of 
Pennylvania

Development of direct hydrocar-
bon solid oxide fuel cells

2004

E. Perry 
Murray

Journal of 
Power Sources

A direct-methane fuel cell with 
ceria-based anodes

1999

W.Grover 
Coors

Fue Journal of 
Power Sourcesl 
Cells Bulletin

Protonic ceramic fuel cells for 
high-efficiency operation with 

methane
2003

E. S. 
Putna

Langmuir
Ceria-based anodes for the 
direct oxdiation of methane 
in solid oxide fuel cells

1995

간행일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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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히 700℃이하(바람직하게는 650℃)이며 직접 투

입되는 탄화수소 연료는 Methane 및 도시가스를 선정하

고, 이를 한정하여 핵심특허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3.4 기술분석 (Co-citation Analysis)

▷ 분석 프로그램

   (Touchgraph NAVIGATOR™ trial version)

  동시인용관계(co-citation)란 미국등록특허에 기재되

어 있는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특허1과 특정특허2의 

인용정보를 동시에 인용한 횟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시각

적으로 특허간의 기술적 연계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방법

이다.

  Co-citation 분석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인용관계인 

Forward(해당 특허를 인용한 특허문헌), Backward(해당 

특허가 인용한 특허문헌) 중심의 분석을 탈피하여 상호간 

동시인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기술분류, 기술등급, 출

원인 요소와 대상특허와의 영향력 관계를 원하는데로 나

타낼 수 있고, 특정 기술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정 특허간 유사도 및 특정 출원인간의 유사도를 인용

관계를 통해 도시할 수 있고, 인용문헌을 하나의 키워드 

개념으로 파악하여 두 개의 특허가 동시인용한 횟수가 각

각 특허의 forward 인용수 대비 많다면, 두 문헌은 유사

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뒤에 첨부할 도표를 

해석할 때에는 core부의 밀집 특허는 진입이 어려운 spot

이며, 노드가 적게 형성된 edge 특허들은 최신기술 혹은 

중요성이 낮은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 

  종래 citation은 단순히 출원일이 오래 경과된 특허가 높

은 영향력 위치를 선점하였지만, co-citation 분석을 통

해서는 출원일이 늦은 특허임에도 상호인용관계에 따라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1 Co-citation 분석 part 1

  아래 그림은 핵심특허 중 하나인 US4791033B1(출원인 

Energy Research Corp.)에 대해 동시인용관계만을 도식

화한 것이다. 이 특허는 서로 복잡한 동시인용관계 네트

워크를 가지고 있는 15여개의 특허군집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본 핵심특허를 분석함과 동시에 관

계를 가지고 있는 특허군집도 분석해야 한다. 보통 이러

한 특허군집은 동일출원인일 경우가 많다. 목적하는 특허

와 동시인용관계수가 높은 특허들은 기술적으로도 관련

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3.4.2 Co-citation 분석 part 2

  아래 그림은 핵심특허 중 하나인 US6214485B1(출원인 

Northwestern Univ.)에 대해 동시인용관계만을 도식화

한 것이다. 특허 상호간에 관계가 분석 part 1에서 보다 

[표 8] 핵심특허

[그림 7] US4791033B1의 특허인용관계

특허번호 출원인

7,045,231
(U.S)

Protonetics Inter-
national, Inc.

Direct hydrocarbon reforming in 
protonic ceramic fuel cells by 
electrolyte steam permeation

2003.
01.27

6,214,485
(U.S)

Northwestern 
University

Direct hydrocarbon fuel cells
1999.
11.16

6,896,992
(U.S)

Hewlett-Packard 
Development

Hybrid thin/thick film solid oxide 
fuel cell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2003.
10.07

4,791,033
(U.S)

Energy Research 
Corporation

Fuel cell system
1988.
03.28

출원일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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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상측에 분포되는 특허군집과 하측에 분포되는 특허군집이 연

결되어 있으며 특징적으로 상측 특허그룹에는 또 다른 핵심특허인 US6896992B1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어 핵심특허

들 간에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3.4.3 Co-citation 분석 part 3

  아래 그림은 핵심특허 중 하나인 US6896992B1(출원인 Hewlett-Packard)에 대해 동시인용관계만을 도식화한 것이

다. 이 특허는 그림에서 좌측에 위치하는 특허군집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며, 앞서 분석된 US6214485B1

와의 특허관계를 가지고 있어 핵심특허 US6214485B1와 US6896992B1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 US6214485B1의 특허인용관계

[그림 9] US6896992B1의 특허인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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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Co-citation 분석 part 4

  아래 그림은 핵심특허 중 하나인 US7045231B1(출원

인 Protonetics International, Inc.)에 대해 동시인용관

계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특허는 다른 핵심특허에 비

해 상당히 적은 수의 특허와 동시인용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SOFC 중에서도 상당히 독립적

인 성향을 갖는 기술이거나 최신 기술이라고 판단되어 질 

수 있다.

4. 결 론

  본 기술분석은 저온형 SOFC 및 탄화수소 연료형 SOFC

와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조사하고 또한 이들 중에서 향후 

유망한 기술에 대해 핵심특허를 선정하여 이들 특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핵심특허들과 관련되는 기

술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포괄적이고 시각적으로 도

출하여 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핵심특허들의 출원인 및 출원량이 가장 많은 주요 출원

인들간에 관계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에 어떤 

종류의 기술이 선행문헌으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

로부터 해당특허의 기술적 회피설계 및 진입장벽의 범위

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OFC의 특허 데이터 중에서 근래 가장 관심을 받고 있

는 두가지 이슈인 저온형 및 탄화수소 연료형의 기술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SOFC를 핵심특허로 선정하여 분

석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동시인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키워드 및 검색식 기반의 분석법에서 발생될 수 있

는 키워드의 부정확 혹은 누락, 잘못된 검색식 및 조사자

의 착오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진시

키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방법에 접목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관련된 기술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면 시간적, 

비용적 문제를 경감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10] US7045231B1의 특허인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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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현황
신재욱

표준특허센터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이나 원천기술 특허

의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08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82억 달러로 이중 

기술수출은 25억3천만 달러, 기술도입은 56억7천만달러

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무역수지는 31억4천만달러 적자

를 기록, ’07년의 29억2천만달러에 비해 2억달러 이상 늘

어났다. - [이투데이, 2010-04-07]

  특히, I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표준특허 미확보로 인한 

막대한 로얄티 지급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년 

1-2월‘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액은 9억7천만 달

러로 작년 같은 기간 5억4천만 달러보다 80.1%(4억3천만 

달러)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인터디지털사로부

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약 4억불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네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는‘지상파 DMB 관련해서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정부가 정해준 표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을 뿐,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

지 못했다’며 DMB 특허침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95년 1월부터 발효된 WTO/TBT협정은 국가표준과 인

증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규격이 필요한 경우 국제규격을 따르도록 의무

화하고 있고, WTO출범 이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시장

화 되면서 표준은 세계시장 선점 수단 및 기업의 경쟁력·

생존의 기본 요건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수출상품의 80%가 표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

     (OECD 보고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가표준(KS)를 국

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하여 무역상기술장벽(WTO/TBT)

을 해소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다자양

자간 MRA/FTA 체결 등 국제교역 환경에 적극 대응할 기

반구축을 위해 ’00이후 본격적으로 국가표준(KS)과 국

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추진하여 ’06. 12월말 기준으로 총 

22,058종의 국가표준(KS)중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대상은 

12,978종으로 그중 이중 12,965종의 부합화 완료했다고 

기술표준원이 발표했다.

  *부합화율 : 51.7%(’00)→ 93.8%(’02)→ 99.6%(’04)→ 

99.9%(’06)

[그림 1] 국가표준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 변화

   따라서 점점 국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기술 및 

표준특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특허정

보원은 특허청과 함께 ’09년에 MPEG LA, IEEE, JTC-! 

표준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상세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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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재된 요지리스트를 포함하여 구축하였으며 66개 산

학연에 제공하였고, ’10년에는 5개 표준화기구[ITU-R, 

ITU-T, ISO, IEC, ETSI(LTE)]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특

허정보와 표준정보가 연계된 표준특허 DB를 구축할 예정

이며, 표준특허 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

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88호의 MPEG LA 표준특허 동향에 

이어,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현황을 분석하여 제

공하고자 한다.

Ⅱ.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현황

1. 국제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국제 표준화 기구는 특허권 항목에 대하여 공정하고 비

차별조건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

ry) 등 세부절차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표준 기술

을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기술 개발에 대

한 투자비용을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 ITU/ISO/IEC 특허정책

    ITU/ISO/IEC의 공동 특허 정책으로 특허권자가 

    제출하는‘특허설명서 및 라이센싱 선언서(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

    - 특허권자는 합리적 조건하에서 비차별적으로 

       무료 라이센스 교섭

    -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스 교섭

    - 특허권자는 위의 2가지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 경우 표준에 특허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ITU의 모든 회원국들 사이에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

※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창설된 국제기구

※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각종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1904년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학술대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1906년 전기전자 및 관련기술 

   국제규격 제정 및 발간을 위해 설립

○ JTC-1 특허정책

    ITU/ISO/IEC의 공동 특허 정책을 가지며, 

    표준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음

※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1

    ISO의 정보처리시스템 분야(TC97)와 IEC의 

    정보기기·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TC 83 및 

    SC 47B)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하여 ISO와 

    IEC간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

○ ETSI 특허정책

   - 특허정책 : 표준이나 기술명세와 관련되어 

     필수적이거나 필수적일 수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특허를“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에 

     따라서 철회할 수 없는 사용허락을 할 것”을 서면 제출

   - 저작권 : ETSI 문서의 저작권은 ETSI에게 있으며 

      표준화작업을 목적으로만 재생산 가능, 표준은 

      무료로 다운로드

※ ETSI 유럽전기통신 표준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 전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통신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기존의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이 시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초국가적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표준을 채택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년 CEPT (European Conference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의 사무총장 

   회의에서 ETSI의 설립 결정

2.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현황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의 이용자들에게 특정 표

준의 구현 이전에 해당 표준과 관련하여 사용 허가를 필

요로 하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특허의 권리자들로부터 특허설명서 및 라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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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선언서를 접수받아 제공한다. 본고에서 분석된 표준특

허통계는 표준기구에 통지한 특허설명서 및 라이센싱 선

언서 상의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성이나 유효성이 

정확하지 못하다.

[그림 2] 국제표준화 기구별 표준특허건수

○ 분석대상(2010. 1. 30 기준)

    - 국제 표준화 기구 : ITU-T, ITU-R, ISO, 

                               IEC, JTC-1

    - 지역 표준화 기구 : ETSI 중 LTE 기술분야

    - 단체 표준화 기구 : IEEE

○ 분석대상 중에서 지역 표준화 기구인 ETSI(LTE)를 제외

하면 국제 표준화 기구 중 ITU-T와 JTC-1가 각각 2,200

건, 2042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 국제 표준과 기구 중 국

내 출원인 표준특허는 지역 

표준화 기구인 ETSI(LTE)가 

368건으로 가장 많고 국제 

표준화 기구인 JTC-1이 94

건으로 조사됨, 또한 ISO에

서는 국내 출원인 보유 표준

특허는 조사되지 않음

(1) ITU-T 표준특허 현황

   ITU-T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총 21

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1,013

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415건), 프랑스

(155건), 핀란드(128건), 독일(108건) 순이며 한국은 53건

으로 8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그림 3] ITU-T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ITU-T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인은 핀란드의 Nokia, 

일본의 NTT 등 총 226 기관이며, Nokia가 126건으로 가

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NTT

가 113건, 프랑스의 Alcatel(77건), 미국의 IBM(76건) 순

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인 중 전자통신연구원(ETRI)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출원인 중 35번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삼성(14건), LG(11건), 연세대가 공동

출원까지 포함하여 7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 ITU-T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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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에서 개발되고 있는 권고는 각 기술분야에 따라 

25개의 분야로 분류되고 권고 분류별로 고유한 명칭이 부

여되고 있다. ITU-T의 권고 분류체계 중에서 15개의 기

술에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G에 해당되는 미

디어, 디지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1,008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H에 해당하는 오디오

비주얼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기술(483건), T기술은 텔레

매틱 서비스용 단말 기술(194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국은 H 기술(26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ITU-T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2) ITU-R 표준특허 현황

   ITU-R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미국, 스웨덴, 한국, 

중국 등 총 14개 국가가 특허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일본(395건)이 가장 많은 표

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88

건), 스웨덴(47건), 한국(32

건), 중국(21건) 순이다. 

  ITU-R에 등록된 표준특

허 출원인은 일본의 NHK, 

Matsushita, Fujitsu, 미국

의 Golden Bridge, 스웨덴의 

Ericsson 등 총 69기관이며, 

NHK가 87건으로 가장 많

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Matsushita가 75건, Fujitsu(77건), 

Golden Bridge(46건), Ericsson(4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인 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해 보니 실제 

출원인은 ETRI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

준화 기구에서는 제출된 특허선언서의 내용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표준화 기구의 표준

특허 정보의 가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국내 출원인 

중 ETRI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공동출원 포함 연세대

(4건), 삼성(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ITU-R 국가별 표준특허건수 및 점유율

[그림 7] ITU-R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기술분류

G
H
T
V
J
P
Q
I
Y
X
L
M
O
E
S

분   야

미디어, 디지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오디오비주얼 및 멀티미디어시스템
텔레매틱서비스용 단말
전화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송
유선방송망과 텔레비전 전송 음성 프로그램과 기타 멀디미디어 신호
전화의 전송 품질 및 전화설비, 시내전화망
교환 및 신호방식
ISDN (종합정보통신망)
국제 정보 기반구조, 인터넷 프로토콜 측면과 차세대 통신망
데이터 통신망
통선 케이블, 광케이블 및 기타 선로 시설의 건설, 설치 및 보호
전화 회선 및 반송 시스템의 보수
측정장비규격
전체 망 운용, 전호 서비스, 서비스 운용, 인적 요소
전신 서비스 단말장치

특허건수

1008
483
194
136
136
55
55
48
45
18
9
9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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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R의 권고 분류체계 중에서 6개의 기술에 표준특허

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M에 해당되는 모바일 아마추어 

및 관련 위성서비스 기술(308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고, BS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 음성기술(121

건), BO기술인 방송위성서비스 음성/TV 기술(80건) 순으

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M기술(26건)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ITU-R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3) ISO 표준특허 현황

   ISO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총 11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일본(115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81건), 독일(29건), 영국(26

건), 오스트레일리아(18건) 순

이며 한국은 한건도 등록된 것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SO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

인은 영국의 용접협회, 미국의 

Kodak 등 총 85 기관이며, 영

국용접협회가 23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 Kodak이 18

건, 독일의 Robert Bosch(16

건), 일본의 Matsushita(16

건) 순으로 나타났다.

   ISO의 권고 분류체계 중에

서 23개의 기술에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TC 42

에 해당되는 사진 기술(69건)

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TC 

23에 해당하는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기술(60건), 

IIW에 해당하는 용접기술(38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4) IEC 표준특허 현황

   IEC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필란드, 독일 등 총 19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630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핀란드(232건), 독일

[그림 10] ISO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그림 9] ISO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기술분류

M

BS

BO 

BT

BR

S

분   야

모바일 아마추어 및 관련 위성서비스

방송서비스 (음성)

방송위성서비스 (음성/TV)

방송서비스 (TV)

음성TV레코딩

고정위성서비스

특허건수

308

121

80

53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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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건), 일본(87건), 프랑스(80건) 순이며 한국은 7건으

로 11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그림 11] IEC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IEC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인은 핀란드의 Nokia, 미

국의 Zebra 등 총 186 기관이며, Nokia가 232건으로 가

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Zebra

가 96건, 미국의 Siemens(63

건), 미국의 Symbol(56건) 순

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인 

중 전자통신연구원(ETRI)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삼성(2건), LG(1건)을 보

유하고 있다.

   IEC의 권고 분류체계 중에

서 31개의 기술에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SC 29

에 해당되는 멀티미디어 데이

터 코딩 기술(442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

고, JTC-1/SC 31에 해당하는 

자동 인증과 데이터 캡쳐 기술

(365건), SC 65C에 해당하는 

산업자동화 통신 기술(13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IEC 표준

화기구에서는 표준특허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29건이나 

나타났다. 한국은 SC 29 기술(5건)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JTC-1 표준특허 현황

   JTC-1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 일본, 핀란드 등 총 19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

으며, 이 중에 미국(727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

[그림 13] IEC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그림 12] IEC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기술분류

TC 42
TC 23
IIW

TC 204
TC 36
TC 20
TC 130
TC 202
TC 201
TC 104
TC 68
TC 44
TC 29
TC 22
TC 122
TC 34
TC 192
TC 138
TC 46
TC 10
TC 210
TC 67
TC 38

분   야

사진
농임업용 트렛터 및 기계류
국제용접학회
교통정보
영화
항공우주
인쇄
전자주사현미경
나노분과
화물컨테이너
금융
용접
공구
자동차
포장기술
식품
가스터빈
플라스틱배관
문헌정보
문구 
의료기기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섬유

특허건수

69
60
38
25
12
12
11
9
9
7
6
6
5
5
4
4
4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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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389건), 핀란드(227

건), 프랑스(205건), 독일(149건) 순이며 한국은 94건으

로 6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그림 14] JTC-1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JTC-1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인은 핀란드의 Nokia, 

미국의 Zebra 등 총 204 기관

이며, Nokia가 227건으로 가

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Zebra

가 74건, 프랑스의 France 

telecom(64건), 네델란드의 

Philips(48건) 순으로 나타났

다. 국내 출원인 중 전자통신

연구원(ETRI)가 44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출원

인 중 5번째에 해당한다. 다

음으로 현대전자(19건), 삼성

(18건), LG(13건)을 보유하고 

있다.

   JTC-1의 권고 분류체계 중

에서 11개의 기술에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JTC-1/SC 29에 해당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코딩 기

술(1,483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JTC-1/SC 31에 해당하는 자동 인증과 데이터 캡쳐기술

(326건), JTC-1/SC 27에 해당하는 IT 시스템보안기술

(85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JTC-1/SC 29 기술

(93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 JTC-1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그림 16] JTC-1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기술분류

SC 29
JTC 1/SC 31

SC 65C
TC 25

JTC 1/SC 17
TC 86
TC 100

JTC 1/SC 27
CIS/I

SC 17B
SC 48B
TC 105
TC 57

JTC 1/SC 6
SC 22G
SC 46F
TC 47
TC 13
SC 23H
TC34
TC49
TC69
TC61

JTC 1/SC 28
SC 59D
SC 77A
TC66
TC25
TC51

JTC 1/SC 34
TC 80

분   야

멀티미디어 제이터 코딩
자동 인증과 데이터 캡쳐
산업자동화 통신
마이크로프로세스시스템
카드 및 생체인식
광섬유통신
홈네트워크 (오디오비디오시스템)
IT시스템보안기술
정보기기, 멀티미디어기기 및 TV수신기의 전자기 적합성
저전압차단기
커넥터
연료전지
전력계통 및 정보운용
정보통신기술
인버터서지
RF커넥터
집적회로 및 패키지
전력측정, Tariff-and load control
콘센트 및 플러그
조명
압전 및 유전소자
전기자동차
가전제품 안정성
사무기기 요소
세탁기
저주파수현상
계측, 제어기기의 안정성
Quantities and units (양 및 단위)
자성부품 및 페라이트 재료
복합문서와 하이퍼미디어 처리언어
해상항해 및 무선통신기기와 시스템
미기재

특허건수

442
365
132
81
50
45
41
39
18
15
10
8
7
7
6
5
5
3
3
3
2
2
1
1
1
1
1
1
1
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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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EEE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6) IEEE 표준특허 현황

   IEEE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 프랑스, 일본 등 총 18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

으며. 이 중에 미국(912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랑스(373건), 일본

(163건), 핀란드(123건), 캐나

다(27건) 순이며 한국은 23건으

로 7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

하고 있다. 

  IEEE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

원인은 프랑스의 France Tele-

com, 핀란드의 Nokia 등 총 

550 기관이며, France Tele-

com이 218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Nokia가 122건, 

프랑스의 TDF(112건), 미국의 

Certicom(81건) 순으로 나타났

다. 국내 출원인 중 전자통신연

구원(ETRI)가 8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이는 전체 출원인 중 37

번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삼

성(7건), LG(7건), Orthotron(1

건)을 보유하고 있다.

  IEEE의 권고 분류체계 중에서는 802.11에 해당되

는 WLAN 기술(919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802.15에 해당하는 WPAN 

기술(142건), 802.3에 해당하는 Ethernet 기술

(128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IEEE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그림 19] IEEE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기술분류

JTC 1/sc 29

JTC 1/sc 31

JTC 1/sc 27

JTC 1/sc 25

JTC 1/sc 17

JTC 1/sc 6

JTC 1/sc 23

JTC 1/sc 37

JTC 1/sc 34

JTC 1/sc 28

JTC 1

분   야

멀티미디어 데이터 코딩

자동 인증과 데이터 캡쳐

IT시스템 보안기술

마이크로프로세스시스템

카드 및 생체인식

정보통신기술

광디스크카트리지

바이오메트릭

복합문서와 하이퍼미디어 처리언어

사무기기 요소

미기재

특허건수

1483

326

85

71

49

21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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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TSI(LTE)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7) ETSI(LTE) 표준특허 현황

   ETSI(LTE)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

면, 미국, 한국, 중국 등 총 10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1,159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한국(368건), 중

국(190건), 핀란드(172건), 일본(155건) 순이며 한국이 2

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ETSI(LTE)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인은 미국의 Qual-

comm, InterDigital, 삼성 등 총 31 기관이며, Qualcomm

가 465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InterDigital Technology가 315건, InterDigital 

Patent Holdings가 290건으로 실질적으로 InterDigital 

이 605건으로 가장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음으로 중국의 Huawei(1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

원인 중 삼성이 168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출원인 

중 5번째에 해당한다. 다음으

로 LG(160건), ETRI(40건)을 

보유하고 있다.

   ETSI(LTE)의 권고 분류체

계 중에서 LTE 기술(2,153건)

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

하고 있으며, UMTS 기술(25

건), 3GPP 기술(9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ETSI(LTE)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그림 21] ETSI(LTE)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기술분류

802.11

802.15

802.3

802.16

1363, 802.1af, 802.1X

802.1

1394, 1355

1149, 754

1364

1588

802.5

1788, 1800

1901

분   야

WLAN

WPAN

Ethernet

WiMAX

보안

LAN /MAN

직력 버스

프로그램

회로 설계

공장자동화 통신

통신방법 상세

컴퓨터 프로세서

전력선 통신

특허건수

919

142

128

107

97

91

43

29

18

16

15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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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TSI(LTE)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Ⅲ. 마치며

  국제표준화 기구에 신고된 특허는 DB형태가 아니라서 

연구자가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서 제공하는 내용은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된 특허번호가 다른 분야의 기술로 나타나, 정확성

이나 유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표준화기

구에서는 공표의무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공

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나 미국 등 Pro-Patent 강

화 정책의 영향으로 묵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

허관련 정보는 표준화기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각 

표준화기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부실한 상

황이다.

  과거 ETSI에서 논의중인 IPR 관련 쟁점사항으로 현행 

표준개발기관 IPR 정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IPR 선언 지연으로 인해 특허의 표준에 대한 

     영향력, 필수성 평가가 곤란하게 되어 로열티 예측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허여에 대한 상업적 정의가 

     미흡하여 최근에는 표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로열티 확대가 되고 있다.

  3. 표준특허(Essential Patent)로 선언한 경우의

    ‘필수성’ 심사가 곤란하다.

  

4. 누적 로열티 증가(Cumulative Patent Royalty) 및 

      특허 더미(Patent Stacking)로 인해 로열티 부담이 

      가중된다.

  5. IPR 선언의 보장, IPR 정책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3자 특허의 검색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표준사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표준화기구는 아니지만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처럼 주기적인 특허 보고서

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여 특허 상태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특허정보원에서는 표준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뿐

만 아니라 산학연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표준특허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정보 및 표준관련 종합

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표준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표준특허정책 및 현황 통계자료

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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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상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및 

제7조 제1항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

특별기고

제 1 장  서 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업의 성공이나 국가 경쟁

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디자

인’이다.1) 산업이 고도화되고 나라간 무한기술경쟁시대

로 돌입하면서 기술력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고는 제품의 외관인 디자인에 의

해 좌우되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인식되

고 있으며, 디자인이 국가산업정책 중 핵심분야임을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이다.2)

  이러한 창작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법률이 산업재산권법의 하나인 디자인 보호법이

다.3) 그러나 디자인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

는 것에 비해,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인 특허

법이나 상표법에 비해 그 발전이 늦고 연구가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4)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모방이 용이하고 유

행성도 강하여 디자인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변형이 필요하다.5) 이런 변형디자인을 보호하

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상 제도로‘유사디자인’이라는 제

도가 있다. 이 제도는 디자인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

해서 디자인권의 효력을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이와 유

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디자인의 잠재적인 권리범위인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 등록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현재화시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유제

도로 1973년도에 유사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

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유사디인제도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가 부족한 제도로 법규정과 제도상의 

모순점을 안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유사디자인제도의 내용

제 1 절 유사디자인제도의 해석론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현재화시

키는 제도로서 유사디자인을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고 보는 확인설, 권리범위 확대를 통한 권리자

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기본

디자인의 권리의 폭보다도 한 둘레 더 넓은 범위까지 기

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확장된다는 확장설6), 유사디자인

의 유사의 폭까지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인정하되 이

1)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유인하고 이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노재성, 상표·의장출원과 경제변수와의 관계분
석, 지식재산21, 2003.7, 46면 참조)
2) 삼성, LG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도 디자인의 힘임을 부
인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또는 상표에 비하여 디자인 보호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 하겠

다.(변영석, 등록디자인의 신뢰성 제고방안, 정부용역·연구보고서, 2008.11.6, 24면 참조)
3) 디자인보호법 제1조
4)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디자인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
다.(변영석, 앞의 보고서, 24면 참조)
5) 古志達也,「設例形式」産業財産権法の詳解, 三和書籍, 2007, 30ページ
6) 조국현, 의장법, 법경사, 2002,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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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본디자인의 권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

사디자인 독자적인 권리범위의 폭이 있다는 결과확장설

이 있다. 판례는 확인설에 서있고,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

장설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유사디자인제도의 등록요건

  첫째,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인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기본디자인이 존재하

여야 한다. 둘째,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해야 한다. 

셋째,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아니어야 한다.7) 

넷째,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무심사등

록출원인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없는 한 제7조가 아닌 제

26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제 3 절 유사디자인권의 효력

1. 흠결시 법적취급

  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7조, 무심사등록출원

은 제26조 제1항 제5호 요건 흠결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

이유8), 정보제공이유가 되며, 제7조 제1항 위반시에만 착

오로 등록된 경우 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

에 해당하게 된다.

2. 유사디자인권의 효력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과 합체한다.9)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

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일로 규정하며10),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

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하고11), 기본디자인의 디

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

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12) 주체의 동일성

이 요구되는바 단독으로 유사디자인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기본디자인의 질권, 실시권은 유사디자인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이외

에는 통상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권리

이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13)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

었던 것으로 본다14)고 하여 유사디자인만의 독자적인 소

멸을 인정하고 있다.

제 3 장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안

제 1 절 문제의 제기

  잠재적인 권리범위인 유사범위를 현재화시켜 범위를 명

확히 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사디자인 제

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먼저 디자

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등

록이 무효로 되고 있는데 단지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무효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안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해석하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넘는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입법적 대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대한 고찰

1. 서설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디자인보

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무효사유15)로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

사유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2항
8) 다만,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제7조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다면 제7조를 이유로 거절
이 가능하다.
9) 디자인보호법 제42조
10)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단서
11) 제46조 제1항 단서. 또한 제2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전하여야 한 것도 종속성의 내

용이다.
12)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4항
13)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352면; 조국현, 앞의 책 374면
14)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5항
1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16) 등록된 유사디자인이 그 출원 전의 타인의 공지디자인이나 선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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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란이 되는 제7조 제1항 위반사항16)

  첫 번째의 경우로는,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

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선등록(공지·출원) 디자인에도 유

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된 경우이다. 이 경

우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은 유사디자인으로만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디자인으

로 등록된 경우이므로 제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

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제68조 제1항에 의해 무효심판에 

무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유사디자인 자체가 실

체적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고 등

록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가혹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출원단계라면 단독디자인으로 보

정하여 극복이 가능하겠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로는,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거절결정17)되었음에도 그 유사디자

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존재

를 전제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도 유사디자인출

원은 제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

에도 제68조 제1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

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디자인의 출원이 공개

가 되지 않아 유사디자인 자체가 실체적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고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

효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세 번째의 경우로는, 자기의 선등록(출원) 디자인에 유

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등록(공

지·출원)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독디자

인등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현행 디자

인보호법상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유사디자인

으로만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기본디자인에 유사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

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제

68조 제1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

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3. 일본심판원 실무의 태도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일본심판원18)에서는 

-------------------------------

의장법 제48조19)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의장법 제10조 제1항20)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과도 유사한 디자

인이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 그 유사디

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3호증의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은 

본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인의 것이고 타인의 디자인은 아

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들이 본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여

부를 불문하고 본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타인의 디자인

이 없는 한 본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

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중

략)..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으로서는 본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그 등록을 무효로 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

라고 하여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 유

사하지 않다면 무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21)

4.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태도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특허법원22)에서는, 

-------------------------------

결국 이 사건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

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

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

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17) 단,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무
효되므로 이 경우는 제외한다. 
18) 소화42년 2월 24일 심결 제572호(http//www.ipdl.inpit.go.jp)
19)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68조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20)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으로는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21) 조국현, 유사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2004.7, 42면
22) 특허법원 2002. 7. 11. 선고 2002허307 판결
23) 유사디자인제도는 신규한 등록을 배제하거나 무효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유사디
자인제도에 의해 신규한 디자인이 등록이 배제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디자인의 기본취지에도 맞
지 않다.(조국현, 앞의 논문, 45면 참조)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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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임을 확인하고 있어 첫 번

째 경우에 대해 일본 심판원 실무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5. 문제점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조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제68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

아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판례도 

동일하게 무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에 속하면 유사디자인 

출원으로, 비유사범위에 속한다면 별개의 단독디자인으

로 출원하여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출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 출원단계에서 심사관에게 발견된 경

우에는 보정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심사관도 간과하여 등

록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정정

제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는 출원형식에 관

한 문제일 뿐 신규한 디자인으로서 실체적 하자라고 보

기 어려운 데다가 무효된다면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는 점23),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사디자

인으로 등록된다면 존속기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24), 또한 존속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어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

는 점25), 출원형식의 하자인 제7조 제2항이 무효사유에서

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심판원 실무
26)와 동일하게 무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단독디자인임

에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문

제가 될 수 있기에, 출원단계에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

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단계에서

도 형식의 전환을 인정하는 정정제도를 인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

거절결정되었음에도 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

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두 번째의 경우), 

제68조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어 

현 디자인보호법을 충실히 적용하면 무효심판에 의해 무

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디자인 자

체가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사유에서 제외함이 타

당할 것이다. 아울러,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효되지 않

는다고 하여도 기본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유사디자인

등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단계에서 유

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정정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

설함이 타당하다.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

독디자인등록된 경우(세 번째 경우), 기본디자인에 유사

한 디자인만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역시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제68조 제1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7) 이에 대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된 것이지만 진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것보

다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문제는 있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등록무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디자인권자 신

뢰보호가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무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8) 하지만 이 경우는 기본디자인권자의 존속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효과29)가 발생한다고 할 때 

연장된 기간만큼 제3자와 경업자의 자유 이용을 제한하

는 것이 되므로 제3자와 경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30)

6. 입법적 제안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와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

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거절결정되었음에도 그 유사

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

24) 우광제, 유사디자인 제도에 관한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례의 몇가지 문제점, 지식재
산21, 2008.7, 88면
25) 조국현, 앞의 책, 369면
26) 유사디자인제도를 운영하던 1998년 이전의 일본 특허청실무와 통설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한다.(조국현, 위의 책, 369면 참조)
27) 물론, 이 경우 기본디자인을 공지디자인으로 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것은 신규성 상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로 무효된다 할 것이다. 

28) 조국현, 유사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앞의 논문), 41면
29)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유사디자인이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비밀기간이 설
정등록일로부터 3년인 비밀디자인등록을 가정할 때 비밀기간이 만료될 무렵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심사기간을 합쳐 4년 가까운 기간 정도 존속기간
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우광제, 앞의 논문, 89면)
30) 같은 견해로는 우광제, 위의 논문,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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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경우(두 번째의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무효

사유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단

독의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부존재함에도 착오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

외),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 제

7조 제1항 무효사유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앞에서 상기 두 경우 모두 형식의 전환으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등록 이후에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의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정정제도)를 통해 

무효사유 여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

다. 예컨대, 디자인보호법 제68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문제목을‘무효심판절차에서의 디자인등록의 

정정’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9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문제목을‘정정심판’31)으로 한다. 한편,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독디자인

등록된 경우(세 번째 경우)는 무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도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

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형

식을 전환하는 정정제도를 통해 디자인권이 무효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제 3 절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고찰

1. 서설

  유사디자인권을 해석한 견해로서 확인설, 확장설, 결과

확장설이 있다. 현재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충실

히 해석하여 확인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수라고 할 것

이며,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장설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

서 특허청 심판원의 태도와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

시 검토해 보고 입법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실무의 태도

  특허청 실무는 기본디자인 출원시가 아닌 유사디자인 출

원시를 기준32)으로 하고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함

으로 결과확장설에 따른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특허심

판원의 태도33)는 유사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정하므로 이를 해석하여 결과확장설에 따른다고 볼 여

지도 있으나 권리범위에 있어서는 기본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의 초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이나 특허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확인설에 따른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34)

3.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42조의 ‘유

사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합체한다’에

서‘합체’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여 확인설에 따른 판결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판례를 살펴본다.

  대법원35)은, 

-------------------------------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

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13 판결 참조), (가)호 

디자인36)이 이건 디자인37)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바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

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원심이 (가)호 디자인과 이

건 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므로 (

가)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

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가)호 디자인은 위와 같이 이건 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기본디자

인은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

가)호 디자인은 각각 4개씩의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점과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증기공의 세로 열 

31)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와 같이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제도와 함께 독립심판제도인 정
정심판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정제도를 너무 넓게 인
정하면 권리범위의 변경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형식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 디자인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33) 특허심판원 2006. 4. 26. 2005당2139 심결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
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해지는 것
은 아니지만, …(중략)…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였으며, 이 심결에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비유사하
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심결례로는 2007. 8. 29. 2006당2695 심결, 2007. 8. 30. 2006당3121
심결 등이 있다.(우광제, 앞의 논문, 75면 참조)
34) 이렇듯 특허심판원이 확인설을 따르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하기
도 한다.(우광제, 앞의 논문, 87면 참조)
3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36) 현재의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표현이다.
37) 조유사디자인을 의미한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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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간격이 비슷하고 기본디자인의 특징인 사면공을 

포함한 길쭉한 형상의 증기공들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38)

-------------------------------

라고 판시하였다. 

  특허법원 판례39)에서도“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

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유사디자인은 기

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

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

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

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

한 초과를 인정하지 않아 앞에서 거론된 대법원 판례와 마

찬가지로 확인설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0)

4. 문제점

  앞의‘유사디자인제도의 해석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장설을 취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판

단할 때 유시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본디자인 출원시와 유사디자인출원시 사이에 공지된 디

자인(출원된 디자인)을 인용디자인(출원디자인)으로 하

여 유사디자인출원이 거절될 수 있어 기본디자인출원시

를 기준으로 하는 확인설에 비해 유사디자인출원인에게 

불리한 반면에, 등록 이후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확인설을 취하여 유사디자인권의 독자적인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아 유사디자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청과 법원의 일치되는 적

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치는, 유사디자인도 

그 자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권리범위가 있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넘는 부분에 유사디자인의 디자

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에 

결과확장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법원이 이와 같은 확

인설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은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충실히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42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유사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초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확인설에 따르면서

도 일부 판례41)에서 기본디자인 출원시가 아닌 유사디자

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논리상 모순을 안고 있다. 현 

법제하에서는 이러한 논리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결과확장설에 따르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42조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면 판례도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등록요

건판단도 유사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42)

5. 입법적 제안

  판례에서 확인설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디자인보

호법 제42조에서 합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42조“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과 합체한다.”를 삭제함으로써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제외한 존속기간, 이전 등 이

외의 규정들은 유사디자인의 종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행 규정을 유지한다.

  참고로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도 고려할 수 있으나 유

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유사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인정하면 존속기간의 연장효과를 가

져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기에 유사디자

인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38)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판결(확정) 및 특허법원 2004. 4. 29. 선고 
2003허603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
연구회, 지적재산권소송실무, 박영사, 2006, 268면).
39) 이는 특허법원 2004. 04. 29. 선고 2003허6036 판결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도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04. 9. 4. 선고 2004후1748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입
장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338면 참조)
40) 참고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에 유사한지 여부가 기본디자인과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속력은 없다고 하여도 유력한 자료로서 될 수 있다. 특허법원 1999. 6. 

18. 선고 99허1713 판결에서 “이 건 등록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
해 유사디자인이 본디자인과 이 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판단한 것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라고 판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특허
법원 2001. 10. 25. 선고 2001허2696 판결이 있다.(우광제, 앞의 논문, 90면) 
4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후442 판결
42) 우광제, 앞의 논문,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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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제42조의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법제하에서도 특허청 실무와 

판례의 불일치는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일

관성 없는 행정처리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확인설을 취한 다

음 차후 제42조의 삭제를 통해 결과확장설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3)

제 4 절 소결

  이상에서 유사디자인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과 입법적 대

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종국적인 해결책은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디자인보호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무효사유

로 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무

효사유를“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단

독의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단독의 디자인이 유

사디자인으로 등록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부존재함에도 착

오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제10조 및 제

1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 제7조 제1항 무효사

유에 예외를 인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단독디자인과 유사

디자인간의 형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정정제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디자인보호법 제68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

문제목을‘무효심판절차에서의 디자인등록의 정정’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9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

문제목을‘정정심판’으로 한다.

  또한,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폐지함으로써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결 론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논할 때 제품의 디자인

을 논하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의 우위, 사업의 성공 등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에는 특유제도로 유사디자인제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입법화된 제도이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어, 일본이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

를 신설한 이 때, 이를 계기로 우리도 유사디자인 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디자인제도 내용의 검토와 함

께 유사디자인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

한 입법론적 제안을 함으로써 유사디자인제도를 통해 디

자인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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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활용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유럽 벤치마킹

해외기관동향

Ⅰ. 들어가며

  최근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2006년 2월부

터 2008년 7월까지 30개월에 걸쳐 PATExpert 프로젝트

가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Universtat Pompeu Fabra 외

에 7개의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특허에 대한 검

색, 분류, 평가, 시각화 등 10대 과제에 대해 기존보다 한

층 향상된 기술개발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은 PATExpert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통합 전산서비스 구축을 통한 고

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전환 및 대내적으로 조사.분석 업

무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벤치

마킹 대상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PATExpert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색엔진 부분

과 시각화(Visualization)를 담당했던 Pompeu Fabra 대

학의 NLP Group(Natural Language Processing Group)

과 Stuttgart 대학의 VIS(Visualization and Interactive 

Systems)를 방문업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 특허DB 분야의 선두기업이라 할 수 있는 LexisNexis 

Univentio를 방문업체로 선정하여 특허 데이터의 입수경

로 및 DB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DB구축 프로세스 및 표

준화, 업데이트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우리원의 전

산기반 서비스 구축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자 하였다.

Ⅱ. 암스테르담 (LexisNexis)

  이번 출장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4월 말로 

예정되었던 출장은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 유럽 대

다수의 공항이 폐쇄되면서 뜻하지 않게 5월로 연기되었

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항공 및 숙박권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해야 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상황으로 인

해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5월 6

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

르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5월의 유럽날씨도 한국과 비

슷할 거라는 생각에 주로 얇은 옷만 준비해간 우리로서

는 암스테르담의 날씨는 쌀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유럽

의 불안정안 항공운항 속에서 무사히 출장지에 도착했다

는 안도감과 현지인들의 친절함은 날씨에 대한 걱정을 잊

게 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앞에는 방문업체인 Univentio로부터 

제공된 택시가 준비되어있었다. 택시를 타고 약 30분 정

도 이동하여 Univentio에 도착했는데 그 곳은 특허업체가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회

의가 끝날 무렵 그곳에는 IT와 관련된 업체는 특허DB를 

서비스하는 Univentio 뿐이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Univentio사는 1950년대에 설립되었

고, 이후 LexisNexis사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약 26명의 

인력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를 통합된 XML을 기반으

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Univentio

는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를 영어로 기계번역하여 제공함

으로써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Univentio의 CTO인 

김  명  선
IP정보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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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van Stegeren이 직접 개발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

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을 직접 컨택하여 

입수한 특허 데이터를 통합된 XML 표준형식으로 재가공

하고, 이렇게 가공된 모든 특허를 IPDD(IP Data Direct) 

시스템에 구축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

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세스와 지속적인 실

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는 완벽하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그렇게 Univentio의 서비스 소개 및 우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우리는 Univentio 측에서 예약한 호

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였다. 호텔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

나지 않지만‘언덕위의 호텔’이라는 설명을 듣고 창밖을 

보니 호텔이 있는 언덕 옆으로 시원스레 바다가 펼쳐져 있

었다. 미팅 이후 아침과 마찬가지로 Univentio에서 제공

한 택시가 우리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Univentio의 

환대에 대한 감탄과 유럽 출장에서의 첫 번째 일정을 무사

히 마무리 했다는 기쁨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다.

Ⅲ. 바르셀로나 (Universtat Pompeu Fabra)

  다음날 우리는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열정의 나라 스

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였다.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

가 머금어 질 정도로 날씨는 맑고 화창했으며,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쳐 보였다.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저녁 무렵 뉴스와 인터넷에서 또다시 화산재로 인해 유

럽의 항공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직후 바르셀로나 행 항

공 운항이 일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출장일정

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일정대로 도착했다는 사

실에 유럽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두 번째 방문지인 Pompeu Fabra 대학의 위치도 알아

둘 겸해서 우리는 휴일을 이용해 바르셀로나 시내를 둘러

보기로 하였다. 관광명소답게 구시가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솜씨가 돋보이는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었다. 특히, 가우디의 대

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

인‘성가족교회’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웅장

함이 전해졌다. 놀라운 사

실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 지금까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구

시가를 거닐며 마치 19세

기의 어느 도시를 거닐고 

있는 상상에 빠져들고 있

을 때쯤 마주친 신시가는 

현대식 주택과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었다. 그러한 신시

가의 전경은 구시가와 대

조를 보이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휴일을 보낸 다음날 오전 

우리는 Pompeu Fabra 대

학의 정보통신학과에 속해 있는 Research Team 중 하나

인 NLP Group을 방문하였다. Research Team은 2005년

도에 설립되었으며, 약 10여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NLP Group의 책임을 맡고 있는 Leo 

[그림 1] LexisNexis Univentio사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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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ner 교수는 PATExpert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었

다. NLP Group은 다국어에 대한 자연어처리 및 언어지

향 기계학습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써 PATExpert 

프로젝트에서 검색엔진과 관련된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

였다. 여기서 PATExpert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된 것으로써, 지금까지 텍스트 

중심이었던 특허문서 처리의 패러다임을 시멘틱 중심으

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PATExpert는 단순한 

키워드 기반이 아닌 의미분석을 통한 검색, 분류, 다국어

처리 등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특허정보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력한 정보 시각화 툴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는 PATExpert와 각 기관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

되었다. Leo Wanner 교수의 PATExpert에 대한 소개에

는 의아한 점이 있었다. PATExpert의 우수성에 걸맞게 

PATExpert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을 것이란 생각과는 다

르게 아직 PATExpert의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현재는 유

럽 특허청 심사관 및 일부 특허전문가 등에 의한 공적인 

목적에만 활용되고 있다 점이였다. 현재 상용화되진 않

았지만 NLP Group이 구현한 기술은 한국특허에 당장이

라도 적용해 보고 싶을 만큼 우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전문가들도 읽기 난해하게 기술된 특허의 청구항 부

분에 대해 시멘틱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읽

을 수 있게 청구항을 재생성하는 기술은 특허를 조사하거

나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PATExpert 프로젝트는 현재 두개의 기술분야 만을 커버

하고 있으며, 검색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된 특허의 수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여기에는 여

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멘틱 검색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분

야별 온톨로지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우수

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NLP Group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한국특허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따르겠지만 우리의 특허DB만 제공된다면 한국특허의 

적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NLP Group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Ⅳ. 슈투트가르트 (University of Stuttgart)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출발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동안 항공이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을지 내

심 걱정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일정에 맞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슈투트가르트

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프랑크푸르

트에 숙소를 예약하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프랑크푸르

트 공항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쯤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날씨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날씨는 비가 내려서 인지 

암스테르담 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우리는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중앙역에서 차를 렌트 하

였다. 세 명이 이동하기에는 차를 렌트하

는 것이 기차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아

우토반을 약 2시간정도 달린 후 우리는 슈

투트가르트 대학에 도착하였다. 대학교 구

내식당에서 가볍게 점심을 해결한 후 약

속된 시간에 맞춰 VIS(Visualization and 

Interactive System)그룹을 방문하자 그곳

의 책임자인 Thomas Ertl 교수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VIS Group은 슈투트가르

트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소 연합에 소속

되어 있는 곳으로써, 컴퓨터 그래픽, 시뮬

레이션, 웹 시각화 등 정보 시각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PATExpert 프로젝트에서는 

PatViz라는 특허정보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이

다. 회의는 주로 PatViz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질문

[그림 2] Pompeu Fabra 대학의 NLP Group과 함께

해외기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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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atViz는 특허정보의 검

색 인터페이스와 분석의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써 

하나의 툴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결과물

을 이용해 2차, 3차의 분석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의 시각

화 표현이 기존의 2차원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3차원으

로 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분석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아직은 오류가 많이 존재하는 

Prototype System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시스템에 적

용해 보기는 힘들겠지만 다방면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적용 해 볼 수 있다는 Ertl 교

수의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은 유럽출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면서 독일

의 휴일이기도 했다. 모든 방문일정을 마무리 했다는 홀

가분함과 유럽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 속에 우리

는 프랑크푸르트의 시내를 둘러보았다. 한국에서 출발하

기 전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라는 말을 듣고 왔

지만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

는 거리마다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상

점들 또한 대부분 문들 닫은 상태였다. 그렇게 한적한 거

리를 걷다가 프랑크푸르트를 가로지르는 마인강변에 도

착하니 행사를 진행하는 조그마한 무리의 사람들과 여가

를 즐기는 몇몇의 시민들이 보였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호텔을 나서긴 전 찾아두었던 레

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가 간 레스토랑은 서울

의 가로수 길과 비슷한 느낌을 전하는 마인강 남쪽의 작

센하우젠 지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독일의 

전통요리중 하나인 돼지 뒷다리 요리‘학세’와 전통와인  

‘아펠바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빠질 수 없는‘소

세지’ 등을 주문하고 유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Ⅴ. 마치며

   이번 유럽출장은 유럽의 화산재로 인해 시작부터 순탄

치 않은 출발이었지만 많은 정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허정보에 대한 진일보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PATExpert의 결과물의 우

수성은 우리도 특허정보의 분석과 확산을 위해 조금 더 많

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자극제가 되었다.

  현재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요

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을 갖춘 특허분석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특허정보 분석에 관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 뿐 만이 아니라 특허 검색에 있어서도 업

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

번 출장을 통해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획에 앞서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정보원의 통합 

전산기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정보의 검색과 분석에 대한 유럽의 최

신기술 동향 정보는 보다 강력한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 3] Stuttgart 대학의 VIS Group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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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관기관 관계자 일행 방문 잇달아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샤오싱웨이((肖興威) 차장을 주축으로 한 방

문단 일행이 지난 5월 18일 우리 원을 방문했다. 

   이들 방문단은 중국 특허청 및 중국 특허청 산하기관인 규획발전사, 

특허문헌부 지식재산도서관, 중국특허정보센터 등에서 총 7명으로 구성

되었다.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원의 업무현황 등을 벤

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이번 중국 방문단은 우리 원과의 원활한 업무협

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마드리드 담당 

Neil Wilson 국장과 Roger Holberton 과장 등 2명이 우리 정보원을 방

문,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상표 및 디

자인 조사분석업무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며, 실제 운영 실무를 직접 관

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에는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인 Lexis 

Nexis, 10일에는 IP.com의 관계자 일행이 우리 원을 방문, 상호 협력방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방문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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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이사회 신임 이사, 감사 선임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6월 1일 이사회(이사

장 한민구)를 열고 지난 4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에 대해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

에서 지적된“선임직 이사 중 중소기업 이사 위

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내용을 수

용하여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회사에서 2명

의 이사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선임직 이사는 LG전자  

(주) 이정환 특허센터장(부사장), 주성엔지니어

링(주) 황철주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김두훈 유

니슨(주)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되었다. 

  이정환 신임 이사는 (현)한국지식재산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남다른 식

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식재산분야의 최고권위의 

전문잡지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

ty)가 선정하는‘2009년 지식재산분야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인물 50인(The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IP)’에 올랐다. 

  황철주 신임 이사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

을 창업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다. 또   

‘벤처1000억 기업’ 위주로 중견벤처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발족된‘글로벌중견벤처포럼’의 

초대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2월 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김두훈 신임 이사는 대기업인 대우그룹에서 

1994년 당시 중소기업인 유니슨으로 이직하여 

오늘날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2005년 4월에는 국

내 최초의 대단위 풍력발전 단지인 영덕풍력발

전단지를 건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

부가 주관하는‘2010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ATC)’에 선정됐다.

  한편, 2명의 감사는 모두 연임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다.

선임직 
이  사

감  사

구  분

이정환

성  명

황철주

김두훈

박병창

선종철

LG전자(주) 특허센터장
(부사장)

소    속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

유니슨(주) 
대표이사 사장

팍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두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0.06.01
~13.05.31

임  기

10.06.01
~13.05.31

10.06.01
~13.05.31

10.06.01
~13.05.31

10.06.01
~13.05.31

(현)한국지식재산협의회 초대회장
LG Phillips LCD 상무

(현)벤처기업협회 회장
(현)글로벌중견벤처포럼 초대의장

유니슨 천안본사총괄 부사장
유니슨 기술연구소장 전무이사

특허청 항고심판국장 
특허청 운수기계심사담당관

특허청 심판관 
특허청 발명정책과장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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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campus.kr
IPcampus는 한국발명진흥회 오프라인교육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수강신청 방법 및 문의처 >

▶ 수강신청방법

    -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교육신청서 송부 (fax : 02-3459-2789)

 

▶ 문의처

    - e-mail : yongil@kipa.org, bubbledoll@kipa.org

    - 02-3459-2767, 2781

< 6월 ~ 7월 교육 프로그램 >

차세대 특허교육 -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분임토론실

국제회의실

휴  게  실

< 최적의 교육환경 >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 규모 / 연면적 48,638.66㎡, 층수 지하 8층, 지상 20층

▶ 수용인원 / 1일 동시 교육인원 300명

▶ 교육시설 / 교육장 2실, 분임토론실, 국제회의실, 휴게실 등
- 전략적인 특허침해 회피전략 (06.21 ~ 06.23)

  * 특허침해 및 특허분쟁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특허침해 회피 방안 습득

- 기업브랜드 경영전략 (6.25)

  * 상표관련 관련 제도의 이해 및 네이밍에 대한 실제적, 

     절차적인 이해를 통한 실무능력 체득

- 실제 기업 라이센스 계약서 들여다보기 (06.28 ~ 06.30)
  * 실제 계약서 심층검토를 통한 IP 담당자의 

     계약업무 능력 스킬업

- 미국명세서 대비 유럽명세서 작성실무 (07.06 ~ 07.06)

  * 미국명세서 대비 유럽 명세서작성에 대한 요령 습득을 통해 

     발명에 대한 등록가능성 향상 및 권리범위 최대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07.09 ~ 07.09)

  *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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