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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發明, Invention)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특허(特許, Patent)

특허권자(者)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權利)를 독점(獨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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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품의 명칭

스마트폰 명칭(iphone, 갤럭시)

앱 명칭(카카오톡, T맵, 네이버)

[실용신안] 구조 or 형상

스피커 구조 or 형상, 

홈 버튼 구조 or 형상

[디자인] 물품의 외관

아이콘 외형, 배열 모양

스마트폰 외관

[특허] 원천, 핵심기술

통신회로, 전력제어,

디스플레이 제어, 플랫폼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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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비지의 차분기관(기계식 계산기, 18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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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역사 속의 한국의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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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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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등장(IBM 왓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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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vs Google AlphaGo



소프트웨어 발명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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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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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가 대세이다

시스템 SW - 시스템가상화, 운영체제, 저장시스템, 데이터관리, 병렬분산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 SW - 그린 SW 플랫폼, SaaS 플랫폼, 웹기반 운영체제, 분산 컴퓨팅 SW

지능형 인터페이스 - 언어처리 SW, 음성처리 SW, 다국어처리 SW, 인공지능 SW, 지식검색 SW

차세대 웹 SW - 유비쿼터스 웹, 비디오 웹, 모바일 웹, 리치 웹, 시맨틱 웹, 지능형 정보검색

실감미디어 SW - 영상처리, 3D 영상 제작, 실감형 인터랙션, 가상시뮬레이션, 실세계 오감 연동형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임베디드 가상화 SW,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 임베디드 SW, 사회안전시스템SW, 공통응용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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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적인 컴퓨터 관련 기술의 진화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 검색엔진, 보안기술등의 발달

② 유무선 모바일 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접목

- 모바일 장치의 소프트웨어 기술(애플리케이션, SNS등)의 진화

③ 비컴퓨터 분야에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접목

- 자동차의 전자부품, 의료기기의 임베디드 기술, 스마트 TV등

④ 비기술적 분야에도 소프트웨어 기술의 접목

- 금융, 관광, 음식,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든 유형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



SW보호

특허권 vs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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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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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의 권리 발생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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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 사례

봄버맨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엔비

두 게임이 전개방식, 규칙, 각종 설정, 아이템 기능 등에서 유사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에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느낌과 미감이 다름

⇒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나 표현이 다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SW발명과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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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 요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판결 등)

단, 컴퓨터프로그램 언어자체는 특허대상에서 제외

1. 발명의 대상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제1항 본문)

2. 공지된 선행기술보다 신규하거나, 진보된 발명
(29조1항,2항)

3.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명확, 간결하게 기재
(42조3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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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의 발명

(2) 물건의 발명

(2-1) 장치 청구항

(2-2)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3)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2-4)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 애플리케이션,  운영체계(OS) 등

특허 받을 수 있는 SW 발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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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구항의 형식

물건(Product) 방법

(Process)장치/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 기록매체

한국 O △ X O O

일본 O O O O O

미국 O O O O O

EPO O O O O O

중국 O X X O O

(PCT출원)‘컴퓨터프로그램＇청구항을 거절이유대상으로 삼지 않음

(미국)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경우 인정

(유럽)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추가적 기술 효과를 갖는 경우 인정

(일본)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규정

IP5 심사기준과 비교해 보면…

v 국제적 경향: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실체를 판단하는 경향 (추상적 아이디어는 배제, 기술적 효과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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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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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 사례
청구범위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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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특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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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업의 기술경쟁력 보유 (발명,특허)

SW 개발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

SW 개발자의 기초능력 배양

SW 교육과 기술경쟁력

SW기업의 가치 증대 (시장 경쟁력 확보)



25/26

스타트업 단계: 후발주자의 보호막, 기술력 입증 수단

성장단계 :  성장 추진력인 R&D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

글로벌단계:  세계시장 진출(국제 경쟁력)시에는
SW특허는 필수

SW기업의 성장 단계 별 특허의 필요성

(선택의 문제) SW 기업의 기술, 자본 등에 따라
특허권 or 저작권 中 선택



감사합니다


