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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례를 통해 살펴본

SW특허적격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018년 6월 19일 삼정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SW 특허출원 관련 최대이슈인 국가별 SW 특허적격성 원칙과
다국가 특허출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국가별 SW특허 심사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출원국별 SW특허 등록을 위한 실무Tip을 전달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SW 특허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 비교
Akihiro Ryuka 변호사 (Ryuka IP Law Firm)

국가별 SW 특허적격성 판단
추상적 범위(경제‧심리‧인간활동 등)를 제외하고, 기술적 범위(PC‧인터넷‧기타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특허적격성이 성립된다.
예1) 미국은 특허적격성 판단에 있어 해당 기술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며,
일본과 유럽은 해당 기술이 진보적인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함
예2) H/W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함

일본의 SW특허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제어, 기술적 요소의 동작에 의한 데이터처리 자체도 대상이 되
며,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항 기술 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어떻게 동작하
는지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에 SW의 특허적격성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자
연현상 등은 특허 적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something more”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해야한다.
- 미국 SW 적격 논의 사례

Alice, DDR, Enfish, McRO, Amdocs, Bascom, Trading Technologies, 
Thales Visionix Visual Memory, Finjan, Core Wireless 등

- 부적격사례 

Alice, Ultramercial 등

유럽은 주로 기술적 특징이 명확하거나 기술이 진보성을 지닌 경우에 SW특허 적격 대상이 되며, 정보/매
뉴얼 등 단순 정보의 표현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준은 일본과 유럽이 유사하지만 유럽에서 더 엄

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B EPC Art. 52(2)(d), B EPGE G3.7) 특허적격성이 성립되려면 청구항의 요소들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한다.

다국가 특허출원 사례 비교‧분석
Akihiro Ryuka 변호사 (Ryuka IP Law Firm)

같은 기술 내용이더라도, 국가별로 특허적격성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로 미국에서 더 엄
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은 정보표현과 관련해 미국,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특허가 국가별로 어떻게 보정되어 등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특허 출원 업무
에 도움이 된다.
사건명 / 년도

Two-Way
Media
(Fed. Circuit)
Manipulating Data
Tranxition / 2016
(Fed. Circuit)
Organizing
Human Activity

일본

EP0965087
: Granted

-

6,728,877
: Invalid

EP1173809
: Granted
➡ 유럽은 PC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미국보다 허용적임

-

6,772,132
: Valid
(Something More)

Core Wireless
/ 2018
(Fed. Circuit)

8,434,020
: Valid
(Not Abstract Idea)

Hitachi Ltd.

유럽

5,778,187
: Invalid

Trading
Technologies
/ 2017
(Fed. Circuit)

T231/13
(EPO Board)
Presentation of
information

질의응답

미국

US7957915
: Granted
US201113152315.A
(US8972985)
: Granted

EP1319211
: Granted
➡ 진보성 ○

EP01953218.3
: Rejected 
(52(1). Inventive Step)
➡ 유럽은 정보표현 관련 
미국, 일본 보다 엄격함

EP1874193
: Rejected (inventive step)
➡ 유럽은 정보표현 관련 
미국, 일본 보다 엄격함

JP5442095
: Granted (Much wider)
➡ 일본은 미국, 유럽보다 
허용적임
JP5128042
: Granted (Much wider)
➡ 일본은 미국, 유럽보다 
허용적임
JP4981028
: Granted
JP2010127658.A
(JP5503419)
: Granted(Wider)
➡ 일본은 미국보다 허용적임

Q1 국가별로 심사기준이 상이한데, 미국이나 중국용으로 청구항을 각각 작성해야하나?

A1 기술내용과 방법특허, 기술내용을 섹션별로 기입하여 청구항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작성해야합니다. 다양한 응용사례를 추가해 가급적 BM 그룹이 아닌 기술그
룹에서 평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S
 W의 경우 미국의 출원기준이 까다로운데, 그렇다면 미국 선출원 후 다른 국가로 출원하
는 전략은 어떠한지?

A2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및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한국/일본은 미국에 비해 보정의 기준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므로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미국/중국은 보정이 어려우므
로 이를 고려하고 기업의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Q3 A
 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는 향후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하
게 되는데, Means Plus Function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 것이 좋은가?

A3 미국은 Means plus Function과 균등한 구성이 없다면 클레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
적인 프로세스, 수도코드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일, 미국 특허 출원 시 기술의 효과가 분명하여
해당 서술 없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면, 특허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과제’, ‘효과’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SW 특허적격성 심사기준

Yingyan Li 변리사 (Li&N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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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법 개정(‘17.4) 후 특허적격성 심사기준

중국은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전리법이 개정되어 SW특허 청구항
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청구항이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에만 관련될 경우에

는 적격성 결여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외의 기술적인 특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심사지침서
제2부분 제1장) 대상이 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서 내부 또는 외부 대상을 제어 또는 처리를 진행해 자연규칙에 부합되는 기술적 수단을 실행
하고, 자연규칙에 맞는 효과를 실현 할 경우 기술방안에 속하며 그 발명은 특허적격성을 지닌다. 또한 자연법칙에 부합되는
기술적 데이터 처리 효과를 취득할 경우 특허적격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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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참증과 기술적 효과

가장 가까운 ‘인용참증’과 비교해 진보적인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효과’가 특허가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이므로 기술을 잘해야 한다.
1) 기술적 특징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과제를 근거로 배경기술에 기재된 결점, 종래기술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과제 인증

2) 동일한 발명 

기술적 특징이 동일 또는 균등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작용효과를 고려

3) 뒷받침 요건

청구항이 뒷받침 되여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든 하위개념이 그 과제를 해결하고 또한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4) 진보성 

재인증후의 기술적 과제의 영향, 기술적 시사의 존재 여부의 영향, 기술적 진보의 영향, 예상치 못한 효과

질의응답

Q1 기술적 과제로 인정받기 위한 팁은?

A1 기술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중국은 미국의 판단 방식과 유사하며, 유럽의 심사와 유
사하다. 구체적 실시방안에 효과를 심어두는 것이 유효하다.

한국
SW 및 4차산업혁명 대표기술 특허성 판단 기준
조호균 변리사(제일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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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적격성 거절 사례 미국 88.8%, 한국 2%

미국은 Alice 판결 이전에 35.3%이었던 특허적격성 거절이 Alice 판결 이후에 특허적격성(101조) 거절
이 88.8%로(‘16.5) 급증했으며, 특허적격 관련 분쟁과 특허무효 소송도 2014년 35건 22.9% 무효에서
2016년 158건 46.2% 무효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SW청구항에서 HW적 요소를 기제하는 것만으로도 특허적격성 문제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이 낮다. 따라서 특허적격성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2%로
크지 않고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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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 적격성 관련 규정

한국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자연법칙
자체나 단순한 발견, 프로그램 그 자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즉 SW와 HW
가 구체적 수단에 의해 사용목적에 부응한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방법발명으로 허용한다. 이는 미국
의 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 일본의 특허적격성 판단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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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격성 부적격 사례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03)의 특허신청 내용은 배출자 개별 전용 바코드 스티커와 규정내용을 담

은 달려지를 관할 관청에서 배포하고, 배출자들은 규정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하며, 수거자는 정확하게 분리

해 이송 및 선별 처리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잘못 분류된 쓰레기는 개별 전용 바코드를 통해 배출자에게 시
정명령을 지시하며, 각 과정에서 생기는 빅 데이타 자료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의 출원발명은 바코드 스티커, 달력지, 쓰레기봉투,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

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관
할관청과 배출자 그리고 수거자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 혹은 이에 따른 주관적 판단과 인

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격 판결되었다. 또한 SW와 HW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으
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가상 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08), 공작기계의 수치제어방법
(대법원(’01), 삼성전자,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BM 판결 (‘01) 등이 부적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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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 특허적격, 진보성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혁신적 제품과 연계하여 서비스 가치를 향

상시키는 데이터 활용 사이클 창출이 핵심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지식재산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서
비스를 찾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

IoT, AI, 3D printing 등의 관련기술의 특허적격과 진보성 등의 판단은 다른 기술 분야와 유사하나 기술간

융합으로 인용발명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특허청)한다. 예를 들면, 해동기능을 구
비한 냉장고와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세탁기를 인용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해동기능을 가동할

수 있는 냉장고를 발명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만, 이용자의 사용자패턴을 분석해 요일별 선호메뉴 추천
기능을 갖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해동기능을 가동할 수 있는 냉장고를 발명하면 인용발명보다 더 나은 효
과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 거절사례는 일본 심사핸드북 무인주행차량 배차 시스템, 한국심사지침 히타치의 무인반송차, 삼성

테크윈의 최적 주차 경로 생성방법(미국 적격성 거절 후 개선 등록, 일본 진보성 이슈로 보정 중, 한국 미

국 의견에 따라 자진 보정, 유럽 신규성/진보성 이슈로 감축보정), LG전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App(미국
적격성 거절, 한국 진보성 결여로 보정 중), 인공지능차트를 이용한 주식정보 제공방법(적격성, 진보성 결
여로 거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